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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감사사사사의의의의 글글글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하였던가! 순간순간 어려움을 이기고, 긍정적인 마
음의 지혜를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린다.

늦게 공부를 시작하여 열의를 태우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졸업을 앞둔
시점에 와있는 지금이 마치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을 떠오르게 한다.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한 공부이기에 애착이 앞섰으나 아침에 출근하여 밤늦게
돌아와 보면 집안의 일들은 긴 목을 내밀고 마치 나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 어지
럽게 흩어져 쳐다보고 있었다.

“엄마, 왜 이렇게 늦게 다녀? 왜 힘든 공부를 해? 하며 못마땅한 듯 물어오는
엄마를 너무나 좋아하는 6학년인 나의 딸 경아, ”어머니, 힘드시지 않으세요? 하며
듬직하게 나의 힘이 되어주는 고등학교 1학년인 큰 아들 경현이, 업무와 집안일,
아이들 공부 챙기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사랑하는 나의 남편!

미숙한 논문을 좀더 매끄럽고, 간결하면서면서도 함축적이게 정돈해주셨던 학생
보다 더 힘드셨던 김희순 지도 교수님, 학장님 일을 맡으셔서 너무나 바쁜 중에도
격려와 전체적인 체계를 잡아주셨던 이정렬 교수님, 늘 가까이에서 마음으로 힘이
되어주시고 논문의 틀을 잡아주셨던 황승숙 교수님, 바쁜 중에 어려운 논문 통계
를 맡으셔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 , 도움을 주셨던 김정현 교수님, 5학기졸업생
일정을 맡으셔서 진행해 주셨던 이태화 교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학교보건최우수교로 교육부총리 상을 수상한 나의 정열을 쏟았던 부마초등학교!
여기서의 나의 5년은 참으로 인생에서 지워지지 않을 혼이 느껴지는 시간들이었
다. 표본보건실로 지정되어 전국에 선진지 견학지로 명성을 얻었으며 기억 속에
영원히 간직하리라!
실험반으로 선정된 4-3반, 4-5반, 5-1반, 5-3반, 6-3반, 6-5반 담임선생님, 대조

반군으로 선정되어 설문조사에 협조하여 주신 4-1반, 4-2반, 5-4반, 5-5반, 6-2반,
6-4반 담임선생님, 12회 동안 잘 따라주고 함께 활동하였던 실험반 아이들과 학부
모님들께 깊은 고마움을 느낀다.

그 어느 누구 보다 격려와 칭찬으로 용기와 희망주시고 학문을 할 수 있게 많은



배려를 하여 주셨던 김청규 교장선생님, 대학원에 합격했다고 칠판에다 크게 ‘축
합격’이라 쓰시고 기뻐하셨던 퇴임하신 이은달 전임교장선생님, 자신의 일처럼 기
꺼이 도와주신 박경호 전임 교감선생님, 마한수 교감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
립니다.
번역과제로 힘겨워했을 때 힘이 되어준 영어의 실력자 허연주 선생님, 통계해석

으로 고민할 때 옆에서 본인의 일처럼 정성을 다하여 도와주신 이선영 선생님.

절친한 친구들의 모임을 나 때문에 자주 못해 미안했지만 늘 고민과 기쁨을 진
정으로 함께해준 친구 영미, 현숙, 옥자, 원희
고향에서 늘 다 큰 딸이지만 꿈자리가 어지럽다고 “오늘 부디 조심 하거라” 하

시며 아침 일찍 전화로 극성을 부리시는 여든넷의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늘 바쁘
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하여 죄송한 마음을 미리 헤아리시는 마음이 넓으
신 시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라 여김에 더없이 감사할 뿐이다.
구본형의《일상의 황홀》중에서 ‘어떤 일이든 신명나게 하는 일을 할 때 그 사

람을 보면 참 예쁘다’고 하였다.

순간의 고달픔과 희생이 되더라도 성실히, 진실하게 투자한 나의 시간들은 소중
한 열매가 되어 다시 기쁨으로 돌아오는 진리를 알기에 오늘도 아니 내일도 즐겁
게 맞으리라는 확신으로 서 있다.

고인물이 아닌 흐르는 물이 되어 이끼를 씻어내고, 목마른 나그네의 생수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정진하리라!

2005년 1월 논문을 마감하면서
권상순(안젤라)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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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초초초초등등등등학학학학교교교교 고고고고학학학학년년년년생생생생의의의의 안안안안전전전전교교교교육육육육프프프프로로로로그그그그램램램램
개개개개발발발발 및및및및 효효효효과과과과 평평평평가가가가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에게 안전지식과 실천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안전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 후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그 효과를 평가하고자 시도되었다.

안전교육프로그램은 문헌고찰과 학부모요구도, 교육인적자원부의 학년별

안전교육내용, 안전사고의 사례 건수 등을 근거로 하여 안전지식과 실천행

동향상을 위한 12차시로 구성된 안전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2004년 9월 9일부터 10월 22일 까지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초등학교 고학년 실험군 214명, 대조군 214명을

대상으로 비동등성 대조군 전 .후 유사 실험연구를 하였다.

연구절차는 임의표집 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교육 전 조사를 하고 실험군은 연구자가 개발한 안전교육프로그램을 토대

로 주 2시간씩 6주간 실시하였으며, 교육중간과 교육 후에 조사를 실시하

였고, 대조군은 교육 없이 3주후, 6주후 각각 조사를 실시하였다. 안전교육

은 보건교육실에서 40분씩 12회를 영역별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본 프로그램이 아동의 안전지식과 실천행동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교육 전 . 중 . 후의 안전지식과 실천행동에 대한 조사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Win 10.1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했으며 x2-test와

t-test, paired t-test, two-way ANOVA, 공변량 분석, 반복측정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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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검증으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에 맞는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된 초등학교 안전교육프로그램을

개발 하였다.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있어서는 모의 학력과 가족수를 제외

하고 두군 간에 동질 하였다.

학교생활 특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군 특성이 동질 하였다.

3. 제 1가설 “학교 안전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안전지식이 높을 것이다”와 제 2가설인 “학교 안전교육프로그

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안전 실천행동정도가

높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하여 교육 전 . 중 . 후 세 시점 안전지식분석,

공변량 분석에 의한 안전지식 차이, 영역별 안전지식 변화, 학년별 안전지

식 변화의 유의성을 비교하였고 가설은 모두 지지되었다.

실험군과 대조군 교육시점에 따라 안전지식과 실천행동정도를 t-test와

반복측정법에 의한 two-way ANOVA 분석에서 안전지식과 실천행동에서

교육 전에 비해 교육 중 . 후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두 집단군과

교육시점의 교호작용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모의 학력과 가족수 에 관계없이 안전지식과 실천행동에서 안전프로그램

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서 가정 내에서 안전에 대한 교육이 이

루어지지 않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으며, 이는 학교에서 안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두 집단간 영역별 안전지식과 실천행동의 차이에서 반복측정에 의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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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군의 경우 학교안전, 생활안전, 가정안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으며, 학년별 안전지식과 실천행동의 변화 추세에서 4, 5, 6학년

모두 교육 전, 중, 후에 점진적인 상승효과가 있었다. 4학년에 비해 5, 6학

년의 경우 교육이 진행 될수록 지식과 행동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년이 낮을수록 주의 집중이 낮은 것 때문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교육과정에 맞는 구성과 내용으로 , 체계적인 안전교

육프로그램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이 아동의 안전지식과 실천행동을 향상시

킨다는 근거를 제공하였으며,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교육프로

그램이 없어 수업을 소홀히 하였던 학교현장에 하나의 틀을 제공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 논문을 계기로 학교현장에서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선진국과

같이 하나의 독립된 교과로 탄생하여 프로그램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 장기적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검증하지 못한 과제들

을 밝히는 연구를 제언한다.

핵심되는 말 : 초등학교 안전교육프로그램/ 안전지식/안전실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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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서서서서 론론론론

AAAA.... 연연연연구구구구의의의의 필필필필요요요요성성성성

현대사회는 산업의 발달과 국민소득의 증대로 여러 가지 시설과 도구가

많아져 생활이 편리해졌지만 안전사고는 날로 대형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의 안전사고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통계청발표에

의하면 전체 사고율 중에 0-14세 아동사고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학교

안전사고는 매년 크게 증가하며 2000년 1만5969건에서 2001년에는 1만8941

건 2002년 1만9676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3).

우리나라의 경우 사망원인 통계연보에 의하면 연간 2500명이 넘는 아동

들이 15세 이전에 사고로 생명을 잃고 있으며 선진국에 비해 6-9배 이상

월등히 높은 세계최고의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아동사고가 사망

으로 이어지는 원인 중에는 초등학교 학생들은 신체적인 성장이 빠르고 활

동적인 경기나 놀이를 좋아하며, 주의력과 사고에 대한 안전의식의 부족이

라는 발달상 특징 외에 우리나라의 경우 생활 속에서 안전의식의 결여가

주 원인일 것이다. 사고의 유형으로는 학생부주의가 77.3%인 60,382건으로

가장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학교안전공제회, 2004), 사고의 원인이 부주의

와 장난이 대부부분이고, 학교시설 및 놀이기구의 노후화가 사고의 주원인

이 되기도 한다. 사고 장소는 교실, 운동장이며, 사고발생시간은 수업시간

이 가장 많고 대부분 찰과상과 창상이 다수를 차지한다(전춘옥,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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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안전교육을 강화하여 1997년 7차 교육과정부

터 안전관련 단독 교과는 없지만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 등을 통하여, 통

합적으로 안전의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의무화 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슬

기로운 생활 등 안전교육 관련내용이 8교과 12단원이고, 재해대비 교육 관

련내용은 과학 등 4교과 5단원으로 다루고 있는 등 교육과정에 다양한 형

태로 반영하고 있으며,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주도하에 초등학교안전교육프

로그램이 개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교육계의 안전의식 고취의 일환으로

학교안전교육프로그램, 교통안전프로그램, 저학년 안전교육프로그램, 4, 5학

년 학교안전교육프로그램, 초등학교 안전교육 내용분석 연구와 PRECEDE

모형을 이용한 일부 초등학교 안전교육의 진단적 연구가 있고, 초등학교

안전교육을 위한 멀티미디어 웹(WEB) 자료 제작 등의 연구가 소개되고

있다(윤현, 2001). 실제 초등학교 교사들이 활용하고 있는 안전관련 안전교

육프로그램들의 내용은 7차 교육과정 중 한 두 영역에 치우쳐 있고, 저학

년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고학년 전체인 4, 5, 6학년을 위한 안전교육프

로그램은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방법과 내용이

강의위주로 다양하지 못하고 학습위주의 학교분위기에 의해 비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현장을 감안할 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

이론중심에서 벗어나 체험위주의 실습을 기초로 한 안전의식 고취가 절실

히 요청된다.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초등학교에 있어서 학교안전사고 발생

을 감소시키고, 안전에 관한 의식을 습관화시킴으로써 자신과 타인의 생명

을 존중하고, 스스로 안전습관을 생활화 시켜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최근에 교육인적자원부 7차 교육과정의 적용이후 저학년 중심으로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교 저학년 보다는 고학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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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사고율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로 보고되고 있다(모정숙, 1991: 전춘

옥, 1997). 2003년도 본교 자체로 학년별 사고율을 조사하였을 때 4, 5, 6학

년에서 저학년 보다 훨씬 높은 사고율을 나타낸 바 있다(권상순, 2004). 이

러한 초등학교 안전사고 추세 및 현장교육 실태를 감안해 볼 때 가정과 학

교,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행동변화를 유도

하기 위해 현재 각 교과에 분산되어 있는 안전관련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안전교과목을 설치하여 보건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하고 있는

보건교사를 통해 정규적으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

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고학년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사고율을 예방하기 위해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인적자원부 7차 교육과정에 입각해 체험

학습위주의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 지식과, 안전에 대한 실천행동의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BBBB.... 연연연연구구구구의의의의 목목목목적적적적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학습위주

의 안전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안전사

고 예방지식과 실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연구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위한 안전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

2. 안전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한다.



- 4 -

CCCC.... 연연연연구구구구 가가가가설설설설

안전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안전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보

다 안전지식이 높을 것이다.

2. 학교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 받지 않은 대조군

보다 안전 실천행동정도가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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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 문문문문헌헌헌헌고고고고찰찰찰찰

AAAA.... 학학학학교교교교 안안안안전전전전사사사사고고고고

1111.... 학학학학교교교교 안안안안전전전전사사사사고고고고의의의의 개개개개념념념념

‘학교 안전사고’라는 개념은 학교 사고, 학생 사고, 학교 재해 등으로 혼

용되는데 그 개념이 엄밀하게 또는 학술적으로 정립된 것은 아니다(한승

희, 1998). ‘학교 안전사고란 법률적 용어가 아닐 뿐 아니라 그 개념이 명

확히 정의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학교 안전사고’보다 좀 더 폭

넓은 개념으로 ‘학교 사고(School accident)’라는 용어가 있으며 또한 법률

적인 정의 없이 다의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볼 때 학교 사고란 ‘학교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총칭한다고 말할 수 있다(법률 문화연구회, 1970). 위의 내용을 종

합하여 학교 안전사고란 ‘학교사고 중에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또는 학교

시설물의 하자(瑕疵)로 인하여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심신의 재해 또는 재

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라고 정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윤건치, 1991).

2222.... 학학학학교교교교 안안안안전전전전사사사사고고고고의의의의 원원원원인인인인과과과과 유유유유형형형형 및및및및 실실실실태태태태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원인으로는 학생의 개인적인 변수들에 의해

주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장난과 부주의가 가장 많았고, 교구 및 시설 등

의 부적합, 싸움, 일방적인 폭행, 자전거 또는 등하교시차에 의한 사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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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1997 ; 전춘옥, 1997; 이수정, 1997; 지미영, 2000; 김홍륭). 대상 없

이 혼자서 발생한 사고가 가장 많으며, 사고 발생 종류는 학교사고에서는

외상, 창상, 타박상, 등이 가장 많았으며(전춘옥, 1997; 유재선, 1998; 지미

영, 2000; 김복주, 2001; 박지은, 2002), 체육수업 중의 사고나 안전공제회

자료 분석에 의한 사고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골절이 가장 많았다고 하였다

(강대룡, 1990; 정홍섭, 1995; 김일수, 1997; 박영희, 1997; 서병재, 2002).

박화숙(1999)은 사고의 원인이 부주의와 장난이 대부부분이고, 사고 장소는

교실, 운동장이며, 사고발생시간은 수업시간이 가장 많고 대부분 찰과상과

창상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2000～2003년도 전국 학교안전사고 발생원인 현황(학교안전공제회,2004)

은 학생부주의가 77.3%인 60,382건으로 가장 우위였으며, 그 다음이 지병

이 22.3%인 17,458건, 시설물하자가 0.3%인 204건, 교사과실이 0.07%인 48

건으로 나타났다.

학교 안전사고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겠지만 시간과 장소, 사고 형태, 그리고, 피해 내용에 따라 분류하였다.

시간에 의한 분류는 교육활동 중의 사고(체육 시간, 특별활동 시간 등 교

과 수업 중의 사고와 수학여행, 극기 훈련, 견학, 각종대회 등 학교 행사

중의 사고, 그리고 급식시간 중의 사고), 휴식중의 사고, 방과 후의 사고,

등·하교중의 사고, 방학 중의 사고가 있다. 장소에 의한 분류는 교실 내(실

험실, 음악실, 특별실, 시청각실 등), 교실 외(운동장, 옥상, 복도, 수영장

등)의 사고, 교외에서의 사고가 있으며, 사고 형태에 의한 분류는 학생과

교원간의 사고, 학생간의 사고, 학생 자초 사고가 있다. 피해 내용에 의한

분류는 심신의 재해, 명예훼손, 재산 피해가 있다(신각철,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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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1998)는 인명 피해정도(사망사고, 상해사고, 장애 사고), 사고 요

인별(학생간의 장난. 싸움에 의한 사고, 학교 시설물로 인한 사고,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교사의 체벌로 인한 사고, 교통사고, 수상 사고, 등산

사고, 식중독, 약물중독 등 중독사고, 화상 사고, 감전사고, 유괴 사고, 폭행

사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피해 증상별(외상, 골절, 염좌, 탈구, 타박

상, 근육 손상, 뇌손상, 척추손상, 안구손상, 고막손상, 치아파열, 화상, 감

전, 식중독, 약물중독), 시간별(교육활동 중 사고, 휴식시간 중사고, 방과 후

의 사고, 통학중의 사고, 방학 중의 사고), 장소별(실험실 등 교실내의 사

고, 교외사고, 교정, 복도, 옥상, 풀장, 화장실 등 교실외의 사고), 피해 내용

별(심신의 피해, 명예 훼손, 재산상의 피해)로 분류하였다.

학교 안전사고 실태는 ‘쉬는 시간’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

음으로 점심시간 17.0%, 방과 후 14.3% 순으로 나타났다. 교과와 관련된

시간 보다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 교사의 직접적인 관여가 이루어지

지 않은 시간대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53.4%가 운동장에서 발생

하고 복도, 계단 24.8%, 교실14% 순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김선덕, 2000).

학교안전사고의 월별 실태는 9월(10.5%), 1월(9.8%), 8월(9,6%), 순으로

사고가 많았으며 특히 학교가 개학하고 어린이들의 야외활동이 왕성한

3-5월에 어린이와 청소년의 사고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연합

뉴스, 2004). 학교안전 사고 발생시간별 실태는 체육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

가 42.4%, 휴식시간 32%, 교과수업시간 6.9%, 청소시간 4.7%로 대부분이

체육시간에 일어났다.

학교 안전사고의 원인별 실태는 아동대상자 52.8%에서 안전사고를 적어

도 한번 이상은 경험하였고, 5회 이상이나 경험한 아동도 2.0%로 나타났



- 8 -

다. 인적요인으로 발생한 사고가 78.9%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물

적 원인으로 인한 사고 발생건수는 12.5%,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사고건수

는 8.6%이었다. 그리고 식품안전사고로는 자판기의 우유나 학교부근에서

불량식품을 사먹고 발생하였다(배정이, 2001).

학교 안전사고는 인간측면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통로, 운동장 상태, 밝

기, 시설설비의 파손 등 학교환경 측면에서 원인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국산업안전공단, 2000). 학교시설 설비의 노후화로 일어나는 학교안전사

고는 인체에 치명적인 상해를 입히고 나아가서 순식간에 수많은 인명피해

를 동시에 입힐 수도 있다(송순기, 1996). 특히 초등학교의 76.7%가 정글짐

등 각종 놀이기구의 바닥이 맨땅인 데다 모래를 깔아놓은 상태인데도 모래

깊이가 ‘5cm 미만’ 이어서 아이들이 떨어졌을 때 보호기능을 기대할 수 없

는 상태이다(한국소비자보호원, 2002). 초등학생 58% ‘교내사고 경험’이 있

다고 하였다(경향신문, 2002). 이미선(2001)은 아동의 29.7%가 지금까지 안

전사고로 다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사고경험이 있는 남아는

35.7%, 여아는 22.8%로 남아의 사고율이 여아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사고경험 대상자 중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 중

80.4%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위의 학교안전사고의 선행연구에서 보았듯이 사고의 원인은 개인의 부주

의와 학교 시설, 안전에 대한 관심과 의식부족, 특히 운동장상태, 등 인적,

물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초등학교 경우는 타 연

령에 비해 안전생활 실천행동가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학습동기가 강하고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려는 경향이 강하므로(김화중, 이인숙,

1992) 아동 스스로 자기의 행동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전 생애 동안

안전생활을 유지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9 -

BBBB.... 학학학학교교교교 안안안안전전전전교교교교육육육육

1111.... 현현현현황황황황 및및및및 문문문문제제제제점점점점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시설 . 장비의

점검 및 개선 .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고 학교보건법 제 12조에 명시되어 있다.

아동복지법 제 9조 3항의 조항에서 이미 아동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

하였고,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위임조항은 안전교육의 실시방법

. 내용 .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에 불과 하다. 따라

서 유치원 초 . 중 . 고등학교장의 안전교육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

는 안전교육계호기에 의하도록 한 아동복지법 시행령조항은 단지 부처간

업무관할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그 실시내용과 방법 등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위임했을 뿐이지 안전교육실시여부자체를 위임한 것은 아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아동의 안전교육은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안전교육을 권장사항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문

제점이다. 2004년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각급학교에 초 . 중등 연간

21～23시간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안전교육 담당교사를

1인 지정하여 안전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원자격 연수 시 안전

교육 과목을 포함 . 운영하고 있다.

외국과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안전교육시간을 비교해 보자면, 일본은 연

간 40시간, 미국은 연간 80시간(사회, 과학등과 동일)이고 프랑스는 안전교

육이 의무화 되어있으며, 독일은 연간 15시간내외(학교사고 방지 요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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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안전교육 과정은 국가적 시대적 배경에 따라 많은 변천을 가

져왔으며 또 안전교육 분야 발전의 속도 역시 지속적인 빠른 변화를 보이

고 있다. 안전교육의 효과는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지름길이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잘 살수 있도록 하는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안전 교육적 측면에

있어서는 초등학교에서 대학 전문교육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부족한 실정이

다(박노삼, 1995). 서래환(1992)은 오늘날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현실에 알맞은 학교 안전교육이 교육과정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제대로 교육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사회로 진출하기 때문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최형일(1998)의 연구에서

안전교육 실시가 불충분 했던 이유는 체계적인 지도 내용의 준비 부족이라

고 했다. 우리나라는 현행 초 . 중등학교 안전교육의 경우 일부교과의 관련

단원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상황에 맞는 초등학교 안전

교육은 극히 단편적인 부분만 실시되고 있다(정명애, 2000).

위의 논문들에서 보았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은 학교

장의 재량에 따라 권장사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초등에서 보다 입시위주

에 치우친 중등학교로 갈수록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이라는 것이 과연 이루

어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우선적으

로 정규교과 시간을 통해 안전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222.... 초초초초등등등등학학학학교교교교에에에에서서서서 안안안안전전전전교교교교육육육육의의의의 필필필필요요요요성성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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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 잇달아 발생한 각종 사고는 개인에게는 물론 사회에

도 커다란 충격과 손실을 주었다. 국민 모두가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

해서는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한국산업안전공단,

2002). 일반적으로 초등학생은 발달 특성상 주변의 사물이나 사회적 현상

에 대하여 호기심이 높고 탐구하려는 충동이 강하다. 그러나 이들은 신체

적 기능의 발달이 미숙하고 위험한 상황에 대한 지식과 상황판단 능력이나

위험한 상황의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향상 사고의 가능성을 안

고 있다. 그러므로 초등학생의 안전사고는 가정이나 학교뿐만 아니라 주변

의 생활환경 중 어떤 곳이라고 부모나 교사의 안전 지도가 소홀하면 일어

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우발적 사고는 예측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발

생하며 어른들의 철저한 사전 대책이나 감독에 의해 관리 될 수 있다는 특

징이 있다(박인현, 김기식, 1999).

그러므로 학생 시절부터 안전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을 전수시켜

줌은 물론, 학교의 안전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학교안전 문화 속

에서 생활하면서 안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나 태도를 길러주는 일이 중

요하고(한국산업안전공단, 2002), 초등학교에서부터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행동을 충실히 지도해야 한다.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초등학교 과

정부터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학생 스스로 이해하고 이를 행위로 옮길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안전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와 정신이

올바르게 길러질 수 있겠다(박인현, 김기식, 1999).

안전교육은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학생이 스스로 안전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시키는 안전학습과, 평소의 생활 속에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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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의 원칙 하에 올바르게 판단하고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태도와 능

력을 가르치는 안전지도로 이루어진다.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은 학생들의

학교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가정안전, 산업안전, 교통안전 등 모

든 분야에 교육효과가 파급될 수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학

교현장의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국민

에게 알림으로써, 학교교육에서 안전교육의 비중을 더욱 강화하고 확대하

여야 할 것이다(한국산업안전공단, 2002).

CCCC.... 학학학학교교교교안안안안전전전전교교교교육육육육프프프프로로로로그그그그램램램램

현행 초 . 중 . 고 교과서에서는 안전교육을 범 교과교육으로 다루고 있

으며,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해 집중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

다. 안전교육은 재량활동을 통하여 중심적으로 지도하되, 관련되는 교과와

특별활동 등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강조했

다(교육인적자원부, 2003). 안전(교통안전)교육 관련 내용은 슬기로운 생활

등 8교과 12단원, 재해대비 교육 관련 내용은 과학 등 4교과 5단원에서 안

전교육 내용이 반영되었다.

학교안전교육프로그램은 교육이란 수단을 통해서 개인 및 집단의 안전에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등을 이해시키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습관을 형성시키는 프로그램을 의

미한다. 즉, 학생을 상해로부터 보호하고 생명을 지키는 활동이다. 개인과

집단의 안정성과 건강을 최고도로 발달시키면서, 근본적으로 인간 생명 의

존엄성을 인식시키는 것이다(배영환,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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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실시되는 안전교육프로그램을 보면 미국의 경우 안전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습득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초등학교에서 위험한 상황에 대

한 인식을 교육하고 일상생활에서 위험을 피하는 행동습관을 기르고 바람

직한 안전생활을 실제적으로 경험시킨다(Gaballo, 1980; Grossman,

&Rivara, 1996; 정명애, 2000). 한국산업공단은(1996) ‘초등학교 고사용 어

린이 안전 지침서’에 예방과 응급처치 영역으로 구분하여 예방교육으로는

교통, 스포츠, 수상, 등산, 화재, 여가, 중독, 폭발물, 기계, 실내 안전등을

응급처치교육으로는 생명이 위험한 상태(인공호흡법, 심폐소생술, 충격 치

료법, 지혈법, 독극물 중독, 익사, 화상, 감전 등), 위험한 상태(부상, 골절

상, 허리부상, 가스중독 등), 가벼운 상태(타박상, 가시 박힘)로 나누어 그

상태에 맞는 응급처치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다.

윤용희(2003)는 학부모요구도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교육내용

은 전자오락안전, 놀이시설안전, 이동 운동기구 안전, 승강기 . 에스컬레이

터 안전, 교통안전, 베임 . 찔림사고 예방, 충동 . 추락 . 미끄럼 예방, 익사

사고 예방, 화재 . 화상사고 예방, 감전사고 예방, 식중독 안전, 미아 . 성폭

행 . 유괴사고 예방으로 분류하여 12차시를 12일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안

전교육을 적용한 실험군에서는 실시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안전에 대한 지

식, 태도, 행동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위의 선행연구자들과 본 연구와의 차이점은 사고율이 높은 고학년 프로

그램을 교육과정에 입각해서 체계적인 안전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총 12차시로 구성하였으며 영역별로 학교안전, 생활안전, 가정안전이다.

기존의 주입식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실습과 체험위주의 방법을 택했으며,

수업을 보다 효과 적으로 하기위해 실제 신호등을 설치하여 체험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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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회를 가져 교육의 효과를 높였다.

DDDD.... 외외외외국국국국의의의의 안안안안전전전전교교교교육육육육의의의의 현현현현황황황황

1111.... 일일일일본본본본

일본은 학교 안전에 관한 독립적인 법령은 없지만, 학교보건법을 통해

학교 안전교육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폭넓게 관리하고 있으며,

아울러 학교보건법의 수차례 개정으로 학교안전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오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의 첫머리에「건강한 국민의 육성」을 위해서 보건

이나 안전이 중시되고 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독립된 안전교과는

없지만 교육과정 중, 안전교육을 소학교에서는 보건체육과목에서 ‘부상 예

방’, 중학교에서는 보건체육과의 보건 분야에서 ‘상해예방’, 고등학교에서는

보건체육과의 보건 분야 중 ‘교통안전’의 내용을 중심으로 지도하고 있다.

크게 교통안전과 재해안전에 대해 중점을 두어 교과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며 모든 소학교에서 매년 최소 20시간을 안전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

다. 문부성과 각종단체에서는 교사들의 원활한 안전교육 지도를 지원하기

위해 교재개발, 교육시설설치, 교사연수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주요한 교

재로는 ‘소학교 안전 지도서, ’교통안전 지도서‘, ’수영사고 방지 지침서‘, 중

등학교 유도사고 방지 지도서’, ‘고등학교 운동사고 예방 지침서’, ‘사고사례

집’, 등이 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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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미미미미국국국국

미국은 각주마다 독자적인 교육제도가 운영되고 있어서 주에 따라 차이

가 있지만, 안전교육을 실시한 역사는 매우 길다. 1938년경에 47개주에서

학교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이중 24개주는 별도로 교통안전교육 실시하였

다. 따라서 주에서 법이나 규칙으로 초․중․고등학교의 안전교육에 대한

최저 기준을 정하고 1960년대 이후 미국 내의 많은 학교들이 심각한 폭력

이나 범죄를 경험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학교당국은 폭력이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요원을 고용하였고,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에 많은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질병예방 및 통제국(Centers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CDC)에서 공립학교의 안전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데 1994년 ‘학교보건 정책과 프로그램 연구’(School Health Policies and

Program Study, SHPPS)를 착수하여 미국 50개 주의 모든 공립학교 1학년

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안전교육 현황을 추적 조사

한 결과, 평균 미국 초등학교의 80.3%가 보건시간을 통하여 사고와 상해예

방에 대한 안전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평균 66.3%의 중학교와 71.7%의 고

등학교에서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자살방지

및 폭력예방의 의도된 사고(intentional injury)를 막기 위한 안전교육은 일

반적인 안전교육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 중,

고등학교 각각 85.5%, 72.5%, 74.1%가 자살과 폭력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

시하고 있었다.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 안전교육은 사고발생의 위험

군, 위험요소, 사고다발유형 등을 중심으로 실제적인 대처와 예방 기술 및

요령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문제해결식 교육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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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호호호호주주주주····영영영영국국국국····프프프프랑랑랑랑스스스스

호주의 각급 학교에서는 과학, 기술, 예술, 체육 등의 관련교과목에서 안

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안전 교육과 직업안전․보건교

육을 강조하고 있다. 빅토리아 주의 경우에는 학생안전, 학생보건, 학생보

호와 지도 등 학교안전 보건교육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The

School of the Future Reference Guide’라는 지침서를 각급 학교에 보급하

여 수시로 안전보건교육 및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학교보건교육원(SHEU)을 통해 초․중등학교 학생의 안전보건교

육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연구하고 있

다. 1990년대에는 안전교육지침서와 각급 학교용 교재를 펴냈으며 중앙정

부 차원에서는 안전교육의 목표 및 실행지침을 개발하였다. 민간부문에서도

‘왕립사고방지협의회(RoSPA)’가 나서서 중앙정부와 협의 끝에 안전교육과정

을 개설하고, 전국조직으로 2만 여개 지부를 둔 ‘교통안전클럽’을 만들어 3～

8세 어린이들에게 놀이를 통해 안전의식을 익히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6개월

단위로 그 내용을 개편하고 있다. 학교의 안전관리는 지방 교육국의 책임아

래 학교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시설, 설비, 인원, 기타의 배치가 연구되며,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서를 편찬하여 학교에 배포하고 있다.

영국의 교육과정은 중앙정부 차원의 교육과정과 지방정부 차원의 교육과정

이 혼용되고 있어 학교마다 교육과정내 안전교육의 위치에 차이가 있지만,

90% 이상의 학교에서 학교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독립교과 또는 다른 교

과목과 통합 교과로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는 90년대부터 중․고등학교까지의 안전교육을 의무화했다.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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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며 여러 관련단체에서 주제

별로 교재를 만들어 제공한다. 프랑스의 안전교육은 체험․실습교육에 초

점을 두고 있으며 중학생에게 재학 중 교통안전교육을 시키고 합격증을 받

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교통안전교육은 1957년 법률 57-831호에 의해 학교

에서 의무화되었고, 1993년에는 단순히 도로교통법규를 암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청소년들로 하여금 교통법규를 알게 하고 그들이 교통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안전한 행동 양식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학교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을 법령으로 공포하였다. 각급 학교

별 교사용 교재, 학생용 교재, 부모용 교재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의 교사

들이 교통안전교육과 각 담당과목을 연계시켜 담당과목에서 교통안전교육

을 실시할 수 있도록 주제별 교재가 제작되어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학교

교통안전교육은 중학교까지 이어지는데, 중학교에서 취득하는 학교 교통안

전교육 증(ASSR)과 교통안전면허(BSR: Brevet de Securite Routiere)에

관한 법령에 있다. 학교 교통안전교육 증(ASSR) 2급은 소형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면허증(BSR)을 취득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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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 연연연연구구구구방방방방법법법법

AAAA.... 안안안안전전전전교교교교육육육육프프프프로로로로그그그그램램램램의의의의 개개개개발발발발

안전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다음의 4단계를 거쳤다.

첫째단계에서 초등학교 안전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아동 안전사

고 유형에 대한 문헌 고찰을 통해 빈발하고 있는 안전사고 유형을 분석하

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시한 7차 교육과정에서의 안전교육에 대한

교과서 내용과 문헌고찰 내용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할 안전교육 내

용을 일차로 구축하였다.

둘째단계로는 실험 대상학교 학부모 214명을 대상으로 일차 구축내용에

대한 필요정도를 질문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할 안전교육프로그램의 우선순

위를 결정하였다.

셋째단계는 영역별로 학교안전, 생활안전, 가정안전으로 대단원을 구성하

였으며 세부영역의 단원을 구성하였다.

넷째단계는 구성된 단원을 교육인적자원부의 교과서 내용과 한국산업안

전관리공단 교사용 지침서를 분석하여 반복성, 통합성, 계열성을 고려하여

12차시의 교수-학습지도안을 조직하였다.

이상의 안전교육프로그램 개발 단계는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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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에 의한
일차 내용구성

학부모 요구도 조사

단원구성

단원별 교수-학습지도안 조직

<그림 1> 안전교육프로그램 개발 과정

BBBB.... 안안안안전전전전교교교교육육육육프프프프로로로로그그그그램램램램 효효효효과과과과 평평평평가가가가

1111.... 연연연연구구구구 설설설설계계계계

본 연구는 안전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군과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실

시하지 않은 대조군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안전지식과 안전실천행동 정도를

비교 분석하기위해 비 동등성 대조군 전 · 후 설계(nonequivalent

control-group pre-post test design)에 의한 유사 실험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설계의 모형은 다음의 <그림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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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조사 처치 처치중조사 처치 사후 조사

실험처치전 6주간 실험3주후 6주간 실험6주후

실험군 O X1 O X2 O

대조군 O O O

<그림 2> 연구설계 모형

2222.... 연연연연구구구구 대대대대상상상상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A구에 소재한 A초등학교 4, 5, 6학년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였으며 각 학년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을 각각 2학급을 임의로

선정하여 실험군, 대조군 각각 214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표 1>.

<표 1> 학년별 연구대상

구분 실험군 명( ) 대조군 명( )

학년4 72 70

학년5 78 77

학년6 64 67

계 214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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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연연연연구구구구도도도도구구구구

연구도구는 안전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안전지식과 실천

행동에 대한 자가보고형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1) 안전지식

안전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윤용희(2003)가 개발한 도구인 안전의식 측정

척도를 기반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총 20문항 중 학교안전 6문항, 생활안

전 10문항, 가정안전 4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이다. 도구의 타당도를 높이

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집하여 최근도구로 수정보완 하였다. 안전지식

문항은 정. 오답으로 구성된 총 20문항으로 Split Half 분석에 의한 신뢰도

분석결과 0.766이었다.

2) 안전실천행동

안전실천행동을 측정하기위해 윤용희(2003)가 개발한 도구인 안전실천행

동 측정척도를 기반으로 해서 수정, 보완하였다. 총 20문항 중 학교안전 6

문항, 생활안전 10문항, 가정안전 4문항으로 구성된 총 20문항의 질문지이

다. 도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집하여 수정보완 하

였다. 실천행동문항은 Likert 척도로서 3점 척도로 실천안함은 0점, 가끔

함은 1점, 항상 함은 2점으로 구분하여 점수화 하였다.

안전실천행동도구의 내적일관성에 의한 신회도 계수는 Cronbach's

α=0..772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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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 안안안안전전전전교교교교육육육육프프프프로로로로그그그그램램램램 적적적적용용용용 및및및및 자자자자료료료료수수수수집집집집

본 연구자가 개발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실험군에게 6주간인 2004년 9

월 9일부터 10월 2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대조군에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

해 4층에 위치한 대조군 학급과 거리가 떨어진 1층 보건교육실에서 안전교

육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설문지에 의한 자료 수집은 담임교사에게 연구

의 목적 및 설문내용과 기재요령을 상세히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고

학생이 직접 작성하기를 기다려 바로 회수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게 교육 전과 교육 후 3주 후인 교육 중, 최종

교육을 마친 6주 후에 각각 안전실천행동 정도를 동시에 조사하였다.

5555.... 자자자자료료료료 분분분분석석석석

자료는 SPSS WIN 10.1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 하였다.

1) 일반적 특성은 평균과 표준편차, 백분율을 구하였다.

실험처치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안전예방지식과 안전실천행동의 동질성

분석을 위해 x²-test를 실시하였다.

2) 가설검증에 대한 자료 분석방법은 안전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

군과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의 안전지식과 실천행동의 교육 전. 중. 후 차이

를 two-way ANOVA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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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에서 안전지식과 실천행동의 교

육전후 차이는 Paired t-test를 분석하였다.

4) 동질하지 않은 변인을 통제한 후 ANCOVA 분석을 통해 실험효과를

분석하였다.

5) 학년별, 영역별로 안전지식과 실천행동 간의 교육 전 후 차이검증 비

교는 반복측정법에 의한 F-test를 실시하였다.

6) 지식과 행동의 상관성 분석을 위해 Pears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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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연연연연구구구구 결결결결과과과과

AAAA.... 안안안안전전전전교교교교육육육육프프프프로로로로그그그그램램램램 개개개개발발발발

1111.... 안안안안전전전전교교교교육육육육 내내내내용용용용 구구구구성성성성

1) 일차내용구성

안전사고의 발생이 초등학생의 경우 저학년에 비해 고학년에서 급격히

사고율이 증가하는 추세였다.(모정숙,1991; 전춘옥, 1997; 권상순, 2004)).

본 대상학교 연간 통계 자료에서도 선행 문헌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며, 1학년은 연간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220건이고 2학년은 138건, 3

학년은 359건, 4학년은 452건 5학년은 510건, 6학년은 442건으로 고학년에

서 급격히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아졌다(권상순, 2004)

1997년부터 적용한 교육인적자원부(2003)의 7차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

분석결과 초등학교 고학년 안전교육 내용이 학교안전, 생활안전, 가정안전

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안전사고 상황별 18개영역으로 재구성하였다.

2) 학부모 안전교육 요구도 분석

실험 대상학교 학부모에게 일차 개발된 안전사고 상황별 18개 항목에 대

해 필요정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교육필요성에 대해 전체 214명의

학부모 중 202명(94.3%)에서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7명

(3.24%)에 불과했다. 평균은 3.93에서 4.85정도를 보였으며, 그 중 4.3이하

의 우선순위를 보면 전자오락안전은 3.93이고 스트레스관리는 3.94, 체험학



- 25 -

습안전은 4.28로서 다른 항목보다 요구도가 낮았다<표 2>.

요구도 정도가 낮은 3항목을 제외한 안전교육 내용 중 중복된 내용인 전기

화재를 화재사고예방으로 통합하고, 자전거, 퀵보드, 인라인스케이트안전,

승강기 . 에스컬레이트 사고예방은 교통사고와 예방으로 통합하였으며, 학

교운동장에서 안전과 등하굣길 안전을 학교실외안전으로 통합하여 12개 항

목으로 안전교육프로그램 내용을 최종 확정하였다.

<표 2> 실험군 학부모의 영역별 안전교육 요구도 정도 n=214

번호 안 전 교 육 내 용 평균(표준편차)

학교
안전

1 학교실내에서의 안전(복도, 계단, 특별실)예방 4.58(±0.657)
2 학교운동장에서의 안전(운동기구 , 놀이 등) 4.63(±0.655)
3 등하굣길의 안전 4.69(±0.634)
4 체험학습(소풍) 안전 4.28(±1.643)

생활
안전

5 재난(황사, 태풍, 폭설, 유독가스등)사고 예방 4.53(±0.722)
6 승강기 , 에스컬레이터 사고 예방 4.74(±0.608)
7 화재사고 4.85(±0.502)
8 전기 화재 사고예방 4.83(±0.461)
9 안전한 물놀이 안전 4.80(±0.555)
10 교통안전 4.88(±0.531)
11 약물 오남용 (담배, 본드, 술, 마약 등)예방 4.72(±0.606)
12 자전거, 퀵보드, 인라인스케이트 안전 4.73(±0.625)
13 심폐소생술(인명구조술) 4.38(±0.782)
14 성폭행사고 예방 4.82(±0.518)

가정
안전

15 응급처치(골절, 타박상, 뱀, 화상 등) 4.51(±0.655)
16 스트레스 관리 3.94(±1.243)
17 전자오락 안전 3.93(±1.282)
18 식중독 예방 4.63(±0.774)

3) 단원구성

교육인적자원부 초등학교 교과서 안전내용은 사회, 과학, 체육, 실과, 보

건편에 골고루 분포되어있다. 이 분포된 내용을 본 연구자는 영역별로 학

교안전, 생활안전, 가정안전으로 크게 분류하여 세부항목으로 학교안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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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안전과 실외. 등하굣길 안전으로 구성하였고, 생활안전은 화재사고 안

전, 교통안전, 자전거, 퀵보드, 인라인 스케이트 안전,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안전, 재난 시 안전, 약물오남용안전, 성폭력안전으로 구성하였으며 가정안

전은 상황별 응급처치, 물놀이 안전, 심폐소생술, 식중독안전으로 총 12차

시로 단원을 구성하였다<부록 3>.

4) 단원별 교수-학습지도안 조직

교수-학습지도안은 교육인적자원부와 산업안전공단 교사용 지도서를 참

고로 하였으며 기존의 이론위주의 교안에서 본연구자는 수업은 영역별로

40분간 실시되도록 하였으며, 실습을 위주로 한 현장체험교육을 포함시켜

흥미를 유도하였다. 예를 들어 안전표지판 등 안전에 관한 모형을 실제 설

치하여 현장감을 더하게 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작성하였으

며, 컴퓨터를 통한 동영상과, 파워포인트 자료, 그 밖에 학습지를 통한 조

별발표로 지루하기 쉬운 수업을 흥미롭게 유도하였다. 교안 주제는 화재사

고, 교통사고예방, 승강기. 에스컬레이터안전, 재난의 유형과 예방, 약물 오

남용예방, 성폭력예방, 학교실내안전과 실외안전, 등하굣길 안전, 상황별 응

급처치, 물놀이시 안전, 심폐소생술, 식중독예방으로 분류하여 최종 영역별

로 세부적으로 구성된 내용으로 교안을 작성하였다<부록 4>.

BBBB.... 안안안안전전전전교교교교육육육육프프프프로로로로그그그그램램램램의의의의 효효효효과과과과 평평평평가가가가

1111.... 실실실실험험험험군군군군과과과과 대대대대조조조조군군군군의의의의 동동동동질질질질성성성성 검검검검증증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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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실실실실험험험험군군군군과과과과 대대대대조조조조군군군군의의의의 일일일일반반반반적적적적 특특특특성성성성

실험군과 대조군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학년, 주거형태, 부 연

령, 모 연령, 부 학력, 모 학력, 모 직업, 가족수를 분석하였다 <표 3>.

남여 성별에 있어서 실험군에서 남자가 119명(55.6%), 여자가 95명

(44.4%) 이였고, 두군 간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 을 분석한 결과 두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하게 나타났다.

주거형태로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아파트가 실험군과 대조군에 있어

각각 아파트가 가장 많았다.

아버지 연령은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41-45세가 각각 110명(51.4%), 114

명(53.3%)으로 가장 많았으며 두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xxxx2222====0.255, p=0.968). 어머니 연령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가장 많은 연령

대는 36세～40세였으며 두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아버

지의 학력은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대학교 이상이 실험군에서 204명중 130

명(63.8%)이고 대조군에서도 204명중 144명(70.6%)으로 나타났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어머니 학력은 실험군에서 고등학교 이하가 131명

(63.6%)이고, 대조군은 대학이상이 109명(53.7%)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동질하지 않음을 보였다(xxxx2222====12.346 p=0.000). 모 직업에

있어서는 실험군이나, 대조군에 있어 실험군에 있어 주부/무직이 203명중

134명(66%), 대조군은 201명중 124명(61.6%)으로 나타났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가족수에 대한 동질성검증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4명이상이 각각 189명(89.2%), 206명(96.7%)이고 실험군에 있어서 3명 이

내가 23명(10.8%)으로 나타났으며, 이상에서 두 집단의 일반적 특성은 어

머니 학력과 가족수를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음으로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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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실험군
(n=214)

대조군
(n=214)

x2 P

실수(%) 실수(%)

성
남
여

119(55.6)
95(44.4)

120(56.0)
94(44.0)

0.009 0.922

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2(33.6)
78(36.4)
64(30.0)

70(32.7)
77(36.0)
67(31.3)

0.103 0.950

주거형태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 및 연립주택
기타

7(3.3)
181(84.5)
16(7.5)
10(4.7)

14(6.6)
175(81.8)
13(6.0)
12(5.6)

2.927 0.403

아버지 연령

~ 34
35～40
41～45
46～

2(1.0)
75(35.0)
110(51.4)
27(12.6)

2(1.0)
74(34.5)
114(53.3)
24(11.2)

0.255 0.968

어머니 연령

~ 34
35～40
41～45
46～

15(7.0)
144(67.2)
47(22.0)
8(3.8)

15(7.0)
143(66.8)
50(23.4)
6(2.8)

0.382 0.944

아버지 학력
고등학교이하
대학교이상

74(36.2)
130(63.8)

60(29.4)
144(70.6)

2.178 0.140

어머니 학력
고등학교이하
대학교이상

131(63.6)
75(36.4)

94(46.3)
109(53.7)

12.346 0.000***

어머니 직업

주부/무직
단순노무
사무종사자
서비스/판매종사자

134(66.0)
10(4.9)
40(19.7)
19(9.4)

124(61.6)
11(5.5)
45(22.4)
21(10.5)

0.819) 0.845

가족수
3명이내
4명이상

23(10.8)
189(89.2)

7(3.3)
206(96.7)

11.961 0.008**

계 214(100) 214(100)

무 응답자는 제외함.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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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실실실실험험험험군군군군과과과과 대대대대조조조조군군군군의의의의 학학학학교교교교생생생생활활활활 특특특특성성성성

실험군과 대조군의 학교생활 관련 특성으로 학업성적(인지수준), 교우관

계, 안전교육필요성 지각, 안전교육 경험, 부모교육정도를 조사하였으며

<표 4>.

대상자의 학교생활 관련 특성에 있어 학업성적(인지수준)의 경우 실험군

과 대조군의 경우 잘하는 편이라고 답한 경우가 각각 140명(65.8%), 122명

(57.0%)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생활에 있어 교우관계는 많이 있다가 실험군

은 116명(55.0%)이고 대조군은 121명(56.8%)으로 나타났다.

안전교육 필요성 지각에 있어서도 필요하다가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각각

188명(90.4%), 177명(87.6%)으로 나타났으며

안전교육 경험은 실험군과 대조군에 있어 3회 이상이 실험군은 157명

(77.7%), 대조군은 157명(79.3%)이었다.

부모의 안전교육정도에 있어 동질성검증에서는 실험군에 있어 교육한다

가 118명(59.6%)을 나타냈고, 대조군은 134명(68.4%)이었다. 따라서 두 집

단의 학교생활 특성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으로 동

질 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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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상자의 학교생활 특성

특성 구분
실험군
(n=214)

대조군
(n=214)

x2 P

실수(%) 실수(%)

학업성적(인지)

아주 못함
잘 못함
잘하는 편
매우 잘함

5(2.3)
38(17.8)
140(65.8)
30(14.1)

5(2.4)
53(24.8)
122(57.0)
34(15.8)

4.959 0.292

교우관계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조금 있다
많이 있다

3(1.4)
15(7.1)
77(36.5)
116(55.0)

1(0.5)
15(7.0)
76(35.7)
121(56.8)

1.103 0.776

안전교육필요성
지각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20(9.6)
188(90.4)

25(12.4)
177(87.6)

0.799 0.371

안전교육
경험여부

전혀 받지않았다
1～2회
3～4회
5회 이상

18(8.9)
27(13.4)
66(32.7)
91(45.0)

8(4.0)
33(16.7)
77(38.9)
80(40.4)

5.961 0.114

부모의
안전교육정도

하지 않는다
교육 한다

80(40.4)
118(59.6)

62(31.6)
134(68.4) 3.287 0.070

무 응답자는 제외함. **p<0.01

3)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안전지식과 실천행동 동질성검증

안전교육프로그램 실시 전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안전지식 점수 차이를

검증하였을 때 실험군은 15.71±3.039점, 대조군은 15.46±2.217점으로 실험군

이 대조군보다 약간 높았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0.990, p=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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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안전교육프로그램 실시 전 두군 간의 안전지식점수는 동질 하였다.

안전교육프로그램 실시 전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실천행동 점수 차이를

검증하였을 때 실험군은 27.49±5.9424점, 대조군은 28.59±6.7994점으로 대조

군이 실험군보다 약간 높았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t=-1.787, p=0.075).

따라서 안전교육프로그램 실시 전 두 집단간 안전실천행동의 차이는 없었

다<표 5>.

<표 5> 안전교육프로그램 사전 안전지식과 실천행동

특성
실험군(n=214) 대조군(n=214) t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안전지식 15.71(±3.0397) 15.46(±2.2177) -0.990 0.323

실천행위 27.49(±5.9424) 28.59(±6.7994) 1.787 0.075

2222.... 가가가가설설설설검검검검증증증증

1111)))) 안안안안전전전전교교교교육육육육프프프프로로로로그그그그램램램램이이이이 안안안안전전전전지지지지식식식식에에에에 미미미미치치치치는는는는 효효효효과과과과

제 1가설 ‘학교 안전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안전에 대한 지식이 높아질 것이다’를 검증하였다.

((((1111)))) 실실실실험험험험군군군군 대대대대조조조조군군군군의의의의 교교교교육육육육 전전전전 .... 중중중중 .... 후후후후 안안안안전전전전지지지지식식식식 분분분분석석석석

실험군, 대조군의 안전지식정도를 t-test와 교육시점에 따른 반복측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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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two-way ANOVA로 분석하였을 때, 두 집단간과 교육시점 간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실험군과 대조군이 교육 전에는 동질

(t=-.990, p=.323)하였으나 교육 중에는 실험군 17.4, 대조군 15.6보다 유의

하게 높았으며(t=-7.960, p=0.000 ), 교육 후에는 실험군 19.1 대조군 16.3보

다 유의하게 높았다(t=-12.392, p=0.000). 두 집단간 (F=68.9, p=0.000)뿐만

아니라 교육 전 . 중. 후 시점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

었으며(F=164.5, p=0.000), 집단군과 교육시점의 교호작용 후에도 역시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F=81.2, p=0.000)<표 6>.

<표 6> 반복측정법에 의한 실험군. 대조군 안전지식

집단
교육 전

평균(표준편차)

교육 중
평균(표준편차)

교육 후
평균(표준편차)

source F p

실험군
(n=214)

15.7(2.21) 17.4(1.71) 19.1(1.20)
Group 68.9 0.000

***

Time 164.5 0.000
***

대조군
(n=214)

15.4(3.04) 15.6(2.81) 16.3(2.99)
Group*

Time
81.2 0.000***

t=-.990

p=.323

t=-7.960

p=0.000

t=-12.392

p=0.000

***p<0.001

실험군의 교육시점에 따른 차이를 paired t-test로 분석하였을 때 교육

전과 교육 중간에 유의한 차이로 증가하였으며(t=-13.500, p=0.000), 교육

중과 교육 후에도 유의한 차이로 증가하였다(t=-12.046, p=0.000).

((((2222)))) 공공공공변변변변량량량량 분분분분석석석석에에에에 의의의의한한한한 실실실실험험험험군군군군,,,, 대대대대조조조조군군군군의의의의 지지지지식식식식차차차차이이이이

교육 전에 두 집단간 일반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어머니 학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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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를 통제한 후 두 집단간 교육 후 지식정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ANCOVA를 분석하였다. 두 공변량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안전지식

정도가 두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F=40.022, p=0.000) )두 변인이 교육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7>.

<표 7> 모의 학력과 가족수를 통제한 실험군․ 대조군의 지식정도 ANCOVA

Source Type III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Eta
Squared

Main effect 766.489 1 766.489 148.616*** .000 .260

Covariates 1831.845 1 1831.845 355.180 .000 .456

가족수 13.363 1 13.363 2.591 .108 .006

모 학력 1.038 1 1.038 .201 .654 .000

Explained 825.663(a) 4 206.416 40.022 .000 .275

Error 2181.627 423 5.158

Total 136968.000 428

R Squared = .272 (Adjusted R Squared = .263)

***p<.001

((((3333)))) 실실실실험험험험군군군군 .... 대대대대조조조조군군군군의의의의 영영영영역역역역별별별별 안안안안전전전전지지지지식식식식 변변변변화화화화

영역별 안전지식정도를 교육시점에 따라 반복측정 분석한 결과 실험군의

경우 학교안전영역(F=145.226, p=0.000), 생활안전영역(F=26.963, p=0.000),

가정안전영역(F=0.043, p=0.000) 모두 교육 전에 비해 교육 중 . 교육 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조군에서는 전 영역에서 교육



- 34 -

전에 비해 교육 중 . 후에 교육시점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8>.

<표 8> 실험군 . 대조군의 교육 전 . 중 . 후 영역별 안전지식 변화 측정

영역 구
분

교육 전
(n=428)

교육 중
(n=428)

교육 후
(n=428) F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학교안전
실험군
대조군

4.57(1.057)
4.36(1.121)

5.39(0.748)
4.41(1.015)

5.73(.0.545)
4.60(.1.156)

145.226
0.324

0.000***

0.570

생활안전
실험군
대조군

7.93(1.406)
7.83(1.780)

8.36(1.221)
7.92(1.700)

9.50(0.832)
8.25(1.636)

26.9631
1.082

0.000***

0.299

가정안전
실험군
대조군

3.19(0.774)
3.21(0.833)

3.64(0.560)
3.22(0.821)

3.81(0.421)
3.36(0.798)

77.126
0.043

0.000***

0.835

***p<0.001

((((4444)))) 실실실실험험험험군군군군 .... 대대대대조조조조군군군군의의의의 학학학학년년년년별별별별 안안안안전전전전지지지지식식식식 변변변변화화화화

실험군의 경우 학년별 교육 전 . 교육 중 . 교육 후 세 시점의 안전지식

의 변화를 그래프로 분석하였다.

교육 전 안전지식에 있어서 교육 전 . 중 . 후 평균 점수는 4학년이 가장 높

으나 교육 전에 비해 교육이 진행됨에 따라 증가하는 정도는 5, 6학년으로 갈

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 후 시점에는 세 학년이 유사한 지식정도를

보였다<그림 3>. 즉 5, 6학년에서 변화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고학년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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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프로그램 교육효과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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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실험군의 학년별 안전지식의 평균변화

반면 대조군에 있어서는 ‘5학년이 교육 전에 비해 교육 중 . 후 안전지식

평균점수가 상승한 것에 비해 4학년은 교육 중에는 교육 전에 비해 오히려

평균점수가 약간 감소하였다가 다시 급상승 하였다. 6학년은 교육 전에 비

해 교육 중 . 후 평균점수가 오히려 감소하였다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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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대조군의 안전지식의 평균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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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안안안안전전전전교교교교육육육육프프프프로로로로그그그그램램램램이이이이 실실실실천천천천행행행행동동동동에에에에 미미미미치치치치는는는는 효효효효과과과과

제 2가설 ‘학교 안전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안전에 대한 실천행동정도가 높을 것이다’를 검증 하였다.

((((1111)))) 실실실실험험험험군군군군 대대대대조조조조군군군군의의의의 교교교교육육육육 전전전전 .... 중중중중 .... 후후후후 실실실실천천천천행행행행동동동동 분분분분석석석석

실험군, 대조군의 실천행동정도를 t-test와 교육시점에 따라 반복측정에

의한 two-way ANOVA로 분석하였을 때, 두 집단간과 교육시점 간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실험군과 대조군이 교육 전에는 동질(t=1.787, p=.075)하였으나 교육 중

에는 실험군 31.3, 대조군 28.1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t=-5.88, p=0.000 ),

교육 후에는 실험군 35.5 대조군 28.3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15.389,

p=0.000). 두 집단간 (F=52.3, p=0.000)뿐만 아니라 교육 전 . 중. 후 시점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으며(F=88.5, p=0.000), 집단군

과 교육시점의 교호작용 후에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F=100.3, p=0.000)<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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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반복측정법에 의한 실험군. 대조군 실천행동

집단
교육 전

평균(표준편차)

교육 중
평균(표준편차)

교육 후
평균(표준편차)

source F p

실험군
(n=214)

27.4(5.94) 31.3(4.83) 35.5(3.62)
Group 52.3 0.000

***

Time 88.5 0.000***

대조군
(n=214)

28.5(6.79) 28.1(6.15) 28.3(5.79)
Group*

Time
100.3 0.000***

t=1.787

p=.075

t=-5.880

p=0.000

t=-15.389

p=0.000

***p<0.001

실험군의 교육시점에 따른 차이를 paired t-test로 분석하였을 때 교육

전과 교육 중간에 유의한 차이로 증가하였으며(t=-10.367, p=0.000), 교육

중과 교육 후에도 유의한 차이로 증가하였다(t=-12.027, p=0.000)

((((2222)))) 공공공공변변변변량량량량 분분분분석석석석에에에에 의의의의한한한한 실실실실험험험험군군군군,,,, 대대대대조조조조군군군군의의의의 실실실실천천천천행행행행동동동동 차차차차이이이이

교육 전에 두 집단간 일반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어머니 학력과

가족수를 통제한 후 두 집단간 교육 후 실천행동정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ANCOVA를 분석하였다.

두 공변량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실천행동정도가 두 집단간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F=59.876, p=0.000) )두 변인이 교육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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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모의 학력과 가족수를 통제한 실험군․ 대조군의 실천행동 ANCOVA

Source Type III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Eta
Squared

Main effect 5249.230 1 5249.230 224.523*** .000 .347

Covariates 5222.057 1 5222.057 223.361 .000 .346

가족수 2.812 1 2.812 .120 .729 .000

모학력 48.306 1 48.306 2.066 .151 .005

Explained 5599.507(a) 4 1399.877 59.876 .000 .362

Error 9889.528 423 23.379

Total 451907.000 428

a R Squared = .363 (Adjusted R Squared = .354)

***p<.001

((((3333)))) 실실실실험험험험군군군군 .... 대대대대조조조조군군군군의의의의 영영영영역역역역별별별별 실실실실천천천천행행행행동동동동 변변변변화화화화

영역별 실천행동 정도를 교육시점에 따라 반복측정 분석한 결과 실험군

의 경우 학교안전영역(F=92.410, p=0.000), 생활안전영역(F=60.814, p=0.000),

가정안전영역(F=27.986, p=0.000) 모두 교육 전 . 중 . 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조군 전 영역에서 교육시점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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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실험군 . 대조군의 교육 전 . 중 . 후 영역별 실천행동 변화 측정

영역
구
분

교육 전
(n=428)

교육 중
(n=428)

교육 후
(n=428)

F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학교안전
실험군
대조군

8.09(2.386)
8.61(2.817)

9.79(1.508)
8.46(2.382)

10.85(1.215)
8.28(2.221)

92.410
0.724

0.000***

0.396

생활안전
실험군
대조군

13.82(3.446)
14.25(3.769)

15.35(3.054)
14.10(3.804)

17.57(2.134)
14.27(3.412)

60.814
0.323

0.000***

0.570

가정안전
실험군
대조군

5.57(1.706)
5.72(2.205)

6.16(1.623)
5.59(1.751)

7.10(1.292)
5.78(1.799)

27.986
0.857

0.000***

0.356

***p<0.001

(4444)))) 실실실실험험험험군군군군 .... 대대대대조조조조군군군군의의의의 학학학학년년년년별별별별 안안안안전전전전실실실실천천천천행행행행동동동동 변변변변화화화화

실험군의 학년별 교육 전 . 교육 중 . 교육 후 세 시점의 실천행동의 변

화를 그래프로 분석하였다.

교육 전 실천행동에 있어서 교육 전 . 중 . 후 평균 점수는 4학년이 가장

높으나 교육 전에 비해 교육이 진행됨에 따라 증가하는 정도는 5, 6학년으

로 갈수록 증가폭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 후 시점에는 세 학년이 유

사한 안전실천행동 정도를 보였다<그림 5>.

즉 고학년에서의 안전교육프로그램 교육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고학

년에서의 체계적인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됨을 알 수 있다.



- 40 -

35.8

25.54

34.01

36.56

30.51

32.26

30.84

26.8

30.79

25

27

29

31

33

35

37

39

교육전 교육중 교육후

4학년

5학년

6학년

<그림 5> 실험군의 학년별 실천행동의 평균변화

반면 대조군에 있어서는 ‘4학년이 교육 전에는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으

나 교육 중에는 평균점수가 감소하였다가 다시 교육 후에 상승하였으나 교

육 전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5학년은 교육 전에 비해 교육 중 . 후가 조금

의 상승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학년은 교육전과 중에는 거의 차이

가 없다가 교육 후에는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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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대조군의 학년별 실천행동의 평균변화

3333)))) 안안안안전전전전지지지지식식식식과과과과 실실실실천천천천행행행행동동동동의의의의 상상상상관관관관성성성성 분분분분석석석석

안전지식 정도와 실천행동 간의 상관성 분석을 위해 실험군의 안전지식

과 실천행동정도를 Pears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실험군의 교육 전

안전지식은 교육 전 안전행동(r=0.25, p=0.000)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

였으며, 역시 교육 후 안전지식도 교육 후 안전행동(r=0.53, p=0.000)과 유

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단 교육 전 지식과 행동 간의 상관계수는 r=0.25인 반면 교육 후에는

r=0.53으로 더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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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 논논논논 의의의의

A. 안안안안전전전전교교교교육육육육프프프프로로로로그그그그램램램램 개개개개발발발발

초등학생을 위한 안전교육관련 내용에 대한 기존의 교수-학습지도안은

주로 획일화 되어있고, 강의식으로 작성되었는데 반해 본 연구자는 체험학

습위주로 교수-학습활동이 가능하도록 영역별로 묶어서 교육내용을 순서

화 하고, 중복된 것은 통합하여 총 12차시로 구성하였다. 어른보다 초등학

생들이 집중도가 낮은 것을 감안하여 교수방법에 있어서 실습과 체험위주

의 활동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단계에서

이미배운 내용을 반복하였다. 비슷한 계열성을 가진 내용은 하나로 통합하

였고, 학습내용이 단계적으로 심화되도록 했다. 학생들은 자주 생활 중에

접하는 내용을 쉽게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자주 접하지 않는 내용

즉 심폐소생술, 재난예방, 식중독예방에 대해서는 다소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었다. 교육 중간 중간에 실습과 실제 훈련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였으며,

안전의식을 내면화 하여 실천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자는 딱딱한 이론적인 교수-학습지도안을 탈피하여

지루하지 않고, 아동들이 주도성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도록 흥미를 유도

할 수 있었던 것이 큰 특징이라 생각된다.

초등학생들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사고율이 높아지는 현실임에도 불

구하고 현재의 학교안전교육은 정규교과가 아니기 때문에 조직화된 안전교

육프로그램이 없으며, 비체계적으로 일회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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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탁희, 2000)는 안전교육방법에 대한 선호도가 현장학습 및 실습, 시청각

교육, 친구들과의 토론 순으로 나타난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학부모의

교육방법, 교육내용 요구도에서 실습위주의 체험학습요구는 214명 중에서

강의가 27명(12,6%)인데 비해 현장학습은 72명(33.6%), 시범, 실습이 84명

(39.3%)으로 체험과 실습위주의 수업을 원하는 학부모가 실험 반 전체의

72.9%를 차지하였으며, 딱딱한 수업의 방식보다는 아동 중심으로 한 체험

과 실습을 통한 흥미로운 수업의 방식이 요구되었다. 이에 안전에 대한 지

식과 실천행동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체험 위주로 구성된 안전교육프로그램

을 개발 . 적용하였다.

BBBB.... 안안안안전전전전교교교교육육육육프프프프로로로로그그그그램램램램이이이이 안안안안전전전전지지지지식식식식과과과과 실실실실천천천천행행행행동동동동에에에에 미미미미치치치치는는는는 효효효효과과과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교육 전 . 중 .후의 안전지식을 비교하여 반복측정 분

석과 t-test로 분석하였을 때 실험군 . 대조군 간에 교육 중(t=-7.960,

p=0.000). 후(t=-12.392, p=0.000)에 의 검증결과에서 두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교육 전에 비해 교육 중. 후 시점에 따라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차이(F=164.5, p=0.000)가 있었으며, 집단군과 교육시점의

교호작용 후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F=81.2,

p=0.000).

실천행동에 있어서도 실험군 . 대조군 간에 교육 중(t=-5.880, p=0.000).

후(t=-15.389, p=0.000)의 검증결과에서 두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교육 전에 비해 교육 중. 후 시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F=88.5, p=0.000)가 있었으며, 집단군과 교육시점의 교호작용 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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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F=100.3, p=0.000).

즉 6주간 주당 2시간씩 40분의 체험학습으로 진행된 안전교육프로그램

의 효과는 안전지식에서 실험군의 교육 전 . 중. 후 차이가 교육 전 15.7점

에서 교육 중에는 17.4점 교육 후에는 19.0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승

을 보였고, 실천행동에서도 실험군의 교육 전 . 중. 후 차이가 교육 전 27.4

점에서 교육 중에는 31.3점 교육 후에는 35.5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

승을 보였다. 반면 안전지식에 있어 대조군은 교육 전 15.7점에서 교육 중

에는 15.6점으로 상승하였고, 교육 후에도 16.3으로 교육 전 . 중 .후 소폭

이지만 상승을 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대조군에서 지식이 상승한

것은 교육에 의한 효과라기보다는 교육 전 . 중 . 후 3주 간격으로 동일 설

문지를 반복응답 함으로써 안전지식점수의 상승효과로 나타났을 것으로 보

인다.

실천행동에 있어 대조군은 교육 전 28.5점에서 교육 중에는 28.1점으로

떨어졌으며, 교육 후에도 28.3으로 다시 소폭 상승하였다. 따라서 체계적인

안전교육프로그램 적용이 아동의 안전지식과 행동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은 아직 정규교과는 아니지만 1997년도에 실시한 7

차 교육과정에서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재량활동시간이나 특별활동시간

을 통해 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재량활동

시간을 통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에게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12차시의 안전교육프로그램을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7차 교육과정과 학

부모 교육요구를 수렴하여 아동의 발달과정에 적합하게 체계적으로 개발하

고 그 효과를 검증하여 많은 학교에서 교과과정에 편성하여 교육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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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것에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모의 학력과 가족수 에 관계없이 안전지식과 실천행동에서 안전프로그램

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서 가정 내에서 안전에 대한 교육이 이

루어지지 않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으며, 이는 학교에서 안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두 집단간 영역별 안전지식과 실천행동의 차이에서 반복측정에 의한 실

험군의 경우 학교안전(F=145.226, p=0.000), 생활안전(F=26.9631, p=0.000),

가정안전(F=77.126, p=0.000)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실천행동에서도 학교안전(F=92.410, p=0.000), 생활안전(F=60.814, p=0.000),

가정안전(F=27.986, p=0.000)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반면 대조군에 있어서는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체험학습위주의 안전교육의 효과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에게 매우 긍정적이라고 하겠다.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지만 교육의 중요성으로 볼 때 학교에서의 교육뿐이 아니라 가

정에서 처음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어린이 안전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

여 학교에서 체계화되고 안전지식이 안전의식화 되어 실행으로 옮겨져야

할 것이다.

학년별 안전지식과 실천행동의 변화 추세에서 4, 5, 6학년 모두 교육 전,

중, 후에 점진적인 상승효과가 있었다. 4학년에 비해 5, 6학년의 경우 교육

이 진행 될수록 지식과 행동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년이 낮

을수록 주의 집중이 낮은 것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교육방법에서 벗어나 이번 안전교육프로그램을 적

용했을 때는 기존의 강의나 주입식교육방법과는 달리 직접 모형을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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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찰흙으로 교통표지판을 만들고, 현장체험실습을 통한 방법으로 초등학

교 고학년에게서 더욱 교육효과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고학년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사고율(모정숙, 1991; 전춘옥, 1997)을 감안

하여 아동의 행동발달 특성상 주의력과 사고에 대한 안전의식이 부족하므

로 그들이 처한 주변 환경에 대한 행동이 민첩하거나 상황판단이 정확하지

못하여 조그마한 신체적 활동에도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고학년으로 갈수록 안전지식이 더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학교당국의 관심

과 배려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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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Ⅵ.... 결결결결론론론론 및및및및 제제제제언언언언

AAAA.... 요요요요약약약약 및및및및 결결결결론론론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아동에게 안전지식과 실천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방법으로 안전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 후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

에 대해 그 효과를 평가하고자 시도되었다.

안전교육프로그램은 문헌고찰과 학부모요구도, 교육인적자원부의 학년별

안전교육내용, 안전사고의 사례 건수 등을 근거로 하여 안전지식과 실천행

동향상을 위한 12차시로 구성된 안전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2004년 9월 9일부터 10월 22일 까지

약 6주간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적용 후 안전의식과 실천행동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한 유사 실험연구이다. 연구대상

자는 본교에 다니고 있는 4학년 2개 반 72명, 5학년 2개 반 78명, 6학년 2

개 반 64명 총 214명이고 대조군도 동 학년 각 두 반씩 214명으로 하였으

며 두군 합한 수는 428명이었다.

연구절차는 임의표집 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교육 전 조사를 하고 실험군은 연구자가 개발한 안전교육프로그램을 토대

로 주 2시간씩 6주간 실시하였으며, 교육중간과 교육 후에 조사를 실시하

였고, 대조군은 교육 없이 3주후,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안전교육은 보

건교육실에서 40분씩 12회를 영역별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본 프로그램이 아동의 안전지식과 실천행동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교육 전 . 중 . 후의 안전지식과 실천행동에 대한 설문지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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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석은 SPSS/Win 10.1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했으며 x
2-test와

t-test, paired t-test, two-way ANOVA, 공변량 분석, 반복측정법에 의한

차이검증으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에 맞는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된 초등학교 안전교육프로그램을

개발 하였다.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있어서는 모의 학력과 가족수를 제외

하고 두군 간에 동질 하였다.

학교생활 특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군이 모두 동질 집단이었다.

3. 제 1가설 “학교 안전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안전지식이 높을 것이다”와 제 2가설인 “학교 안전교육프로그

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안전 실천행동정도가

높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하여 교육 전 . 중 . 후 세 시점 안전지식분석,

공변량 분석에 의한 안전지식 차이, 영역별 안전지식 변화, 학년별 안전지

식 변화의 유의성을 비교하였고 가설은 모두 지지되었다.

실험군과 대조군 교육시점에 따라 안전지식과 실천행동정도를 t-test와

반복측정법에 의한 two-way ANOVA 분석에서 안전지식과 실천행동에서

교육 전에 비해 교육 중 . 후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두 집단군과

교육시점의 교호작용 후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모의 학력과 가족수 에 관계없이 안전지식과 실천행동에서 안전프로그램

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서 가정 내에서 안전에 대한 교육이 이

루어지지 않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으며, 이는 학교에서 안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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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두 집단간 영역별 안전지식과 실천행동의 차이에서 반복측정에 의한 실

험군의 경우 학교안전, 생활안전, 가정안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고 반면 대조군에 있어서는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체험학습위주의 안전교육의 효과는 초등

학교 고학년 학생에게 매우 긍정적이라고 하겠다.

학년별 안전지식과 실천행동의 변화 추세에서 4, 5, 6학년 모두 교육 전,

중, 후에 점진적인 상승효과가 있었다. 4학년에 비해 5, 6학년의 경우 교육

이 진행 될수록 지식과 행동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년이 낮

을수록 주의 집중이 낮은 것 때문으로 보인다.

기존논문에서와 같이 (모정숙, 1991; 전춘옥, 1997) 고학년으로 올라 갈

수록 주의력과 사고에 대한 안전의식이 부족하므로 그들이 처한 주변 환경

에 대한 행동이 민첩하거나 상황판단이 정확하지 못하여 조그마한 신체적

활동에도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고학년으로 갈수록 안전지식이 더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학교당국의 관심과 배려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교육과정에 맞는 구성과 내용으로 , 체계적인 안전교

육프로그램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이 아동의 안전지식과 실천행동을 향상시

킨다는 근거를 제공하였으며,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교육프로

그램이 없어 수업을 소홀히 하였던 학교현장에 하나의 틀을 제공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 논문을 계기로 학교현장에서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선진국과

같이 하나의 독립된 교과로 탄생하여 프로그램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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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B.... 제제제제언언언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초등학교 안전교육과 관련된 추후

연구의 방향과 학교현장에서의 적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

다.

1111.... 실실실실무무무무측측측측면면면면

1) 재량시간을 통한 체계적인 안전교육프로그램적용이 연구를 위

한 일회성이 아닌 모든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제언한다.

2) 이론위주의 교육에서 현장체험위주의 교육방법으로의 전환에

따른 지정된 교육공간과 시설의 구비를 제언한다.

3)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일회적이 아닌 체계적인 안전교육프로그

램의 적용을 통한 안전교육 실시를 제언한다.

2222.... 연연연연구구구구측측측측면면면면

1) 실험군과 대조군의 교육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있어 같은 학교가 아닌

타 학교를 선정하는 것이 실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언한다.

2) 안전교육프로그램 적용을 6주간 실시하여 효과 평가를 하였으나, 장

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의 효과 평가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3) 본 연구는 고학년을 대상으로 반복측정에 의한 효과 검증이었으나, 저

학년에서의 반복측정효과를 통한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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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부 록부 록부 록

<<<<부부부부록록록록 1111>>>> 질질질질문문문문지지지지

학학학학부부부부모모모모용용용용 아아아아동동동동 안안안안전전전전교교교교육육육육 요요요요구구구구도도도도 척척척척도도도도

안녕하십니까?
자녀의 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아끼시지 않는
부모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 설문지는 초등학교 아동이 건강한 생활을 위해 배워야 할
안전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설문지는 연구 목적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오니, 문항
을 잘 읽어보시고 번거로우시더라도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
해 주시길 신신 당부 드립니다. 해당하는 란에 V표 해 주세요.

부모님의 답변은 초등학교 아동의 안전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2학기 개교와 동시에 4학년 두개 반, 5학년 두개 반, 6학년 두
개 반 주당 2시간씩 12회에 걸쳐 부모님이 보내주신 설문지를
참고하고 7차 교육과정에 입각한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제 수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2회의 교육 전 . 중 . 후 아동
의 설문지조사를 가지고 논문을 쓰게 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222000000004444년년년년 7777월월월월 22220000일일일일
석석석석사사사사논논논논문문문문 준준준준비비비비자자자자 권권권권 상상상상 순순순순
연연연연락락락락처처처처 :::: 000011119999----555555553333----7777888844443333



- 56 -

Ⅰ. 다음은 귀하의 자녀가 교육받길 원하는 안전교육의 내용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한 문장도 빠짐없이 해당란에 V 표시를 해 주십시오.

번호 안 전 교 육 내 용
꼭

배워야
한다

약간
배워야
한다

그저
그렇다

별로
배울

필요없다

전혀
배울

필요없다

1 화재사고예방

2 전기 화재 사고예방

3 교통안전

4 자전거, 퀵보드,인라인스케이트안전

5 재난(황사, 태풍, 폭설, 유독가스등)사고 예방

6 학교실내에서의 안전(복도, 계단, 특별실)

7 학교운동장에서의 안전(운동기구 , 놀이 등)

8 등하굣길의 안전

9 안전한 물놀이 안전

10 승강기 , 에스컬레이트 사고 예방

11 약물 오남용 (담배, 본드, 술, 마약 등)예방

12 응급처치(골절, 타박상, 뱀, 화상 등)

13 심폐소생술(인명구조술)

14 전자오락 안전

15 성폭행사고 예방

16 스트레스 관리

17 체험학습(소풍) 안전

18 식중독 예방

19. 이외에도 더 배워야하는 안전교육의 내용이 있으면 써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 자녀가 안전에 대해 공부한다면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① 선생님 강의 ② 현장학습 ③ 시범 및 실습
④ 연극 ⑤ 토론 ⑥ 기타(써 주세요)

21. 자녀가 안전에 관해 공부한다면 어떤 것을 활용하면 좋을가요?
① 비디오테이프 ② 모형 ③ 컴퓨터
④ 실물화상기 ⑤ 인쇄물 ⑥ 기타(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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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일반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읽고 답하세요.

1. 성별 : ⓛ 남 ( ) ② 여 ( )

2. 자녀는 모두 몇 명입니까?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이상

3. 귀하와 남편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아버지가 답한 경우는 귀하에다 부인
나이 기재합니다.)
귀하 : 만 _______세 남편 : _________세

4.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 혹은 다세대 주택 ④ 기타

5. 귀하와 남편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귀하 : ① 고등학교 이하 ② 대학교 이상
남편 : ① 고등학교 이하 ② 대학교 이상

6. 귀댁의 한달 총 평균수입은 얼마나 되시는지요?
① 150만원 미만 ② 150만원이상 250만원 미만
③ 250만원이상 350만원 미만 ④ 350만원이상 450만원 미만
⑤ 450만원 이상

7. 귀하와 남편의 직업은 무엇인지요.( 해당 칸에 V표 해주세요 )

구 분 직 종 귀하 남편

1 주 부/무직

2 단순노무
종사자 행상, 파출부, 일용직 노무자, 공사장 인부 등

3
서비스,
판매종사자

도 소매업 경영주 및 판매원, 요식, 숙박업자,
서비스직종업원 등

4 사무종사자 회사원, 일반 공무원, 회사나 관청의

---- 감감감감사사사사합합합합니니니니다다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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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용 안전의식 척도 설문지아동용 안전의식 척도 설문지아동용 안전의식 척도 설문지아동용 안전의식 척도 설문지★ ★★ ★★ ★★ ★

Ⅰ. 다음 문장을 읽고 옳다고 생각되는 것은 ‘예’ 틀린다고 생각되는 것은
‘아니오’로 V 표시 하세요.

번
호

내 용 예 아니오

1 철봉에 매달릴 때는 두 손을 잡고 매달려야 한다.

2 에스컬레이터가 닫히려고 할 때 손으로 양쪽 문을 열어도
된다.

3 에스컬레이터는 이동용 손잡이를 꼭 잡고 타야한다.

4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앞만 똑바로 쳐다보면 된다.

5 버스를 기다릴 때는 차도에 서서 기다린다.

6 가위를 친구에게 건네줄 때 날 끝을 자기에게 향하게 한다.

7 칼로 종이를 자를 때 칼의 진행방향에 다른 손으로 종이를
잡고 자른다.

8 교실에서 친구가 뛰어다니면 발을 걸어서 멈추게 한다.

9 계단난간에 올라가서 걸어 내려온다.

10 복도 모퉁이를 돌 때 뛰지 않는다.

11
물놀이 시 도넛 튜브는 유치원 다니는 어린 동생들이 사용
하는 것이다.

12 전자레인지에서 데운 물은 컵이 차가우면 그냥 마신다.

13 건물에 불이 나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신속히 피하도록
한다.

14 한 콘센트에 여러 개의 코드를 꽂지 않는다.

15 조금 찌그러진 깡통에 든 음료수는 그냥 먹어도 된다.

16 코피가 날 때는 머리를 뒤로 힘껏 재치도록 한다.

17 어떤 아저씨가 길을 물으면 가까이 가서 가르쳐 준다.

18 누군가 내 몸을 만져서 싫은 느낌이 들면 싫다고 말하도록
한다.

19 담배는 피우는 사람만 해롭고 주위에 함께 있는 사람은
해가 없다.

20 황사가 있을 때는 실내보다는 실외가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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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평소 다음의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일치 하는 칸에 V 표시를 해
주세요.

번
호

내 용
항항항항상상상상
그그그그렇렇렇렇다다다다

가가가가끔끔끔끔
그그그그렇렇렇렇다다다다

전전전전혀혀혀혀
그그그그렇렇렇렇지지지지
않않않않다다다다

1 철봉에 매달릴 때는 양손을 바르게 하여 잡았다.

2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 할 때 황급히 뛰어 들어
간다.

3 에스컬레이터 난간에 기대어 올라갔다.

4 횡단보도 3원칙을 잘 지키며 건넜다.(살핀다-멈춘다
-건넌다)

5 버스를 탈 때 버스가 완전히 멈춘 후 승차한다.

6 공구용 망치를 사용할 때 주위를 살핀 후 사용했다.

7 수저, 포크, 가위, 칼 등을 가지고 장난을 쳤다.

8 책상위에 올라가 장난을 쳤다.

9 계단 오르내리면서 친구와 장난을 쳤다.

10 복도 모퉁이를 뛰어서 돌았다.

11
수영을 할 때는 준비운동을 하고 난 후 물에 들어
갔다.

12
뜨거운 국 냄비를 옮길 때 타올로 손잡이를 감싸
쥔다.

13 성냥, 라이터, 휴대용 가스를 가지고 놀았다.

14 한 콘센트에 여러 개의 코드를 꽂아서 사용했다.

15 우유나 음식의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먹었다.

16
코피가 날 때 고개를 약간 숙이고, 손으로 눌러 주
었다.

17
혼자 있을 때 모르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 주지 않
았다.

18
어떤 아저씨가 길을 물어서 가까이에서 가르쳐 주
었다.

19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안내문을 거실에다 붙여 놓
았다.

20 밖에서 돌아왔을 때는 항항항항상상상상 손을 깨끗이 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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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용 설문지아동용 설문지아동용 설문지아동용 설문지

여러분 ! 안녕하세요?
본 설문지는 여러분의 안전생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해 실시
하는 것입니다.
각 설문 문항은 정답이 없으니 부담을 갖지 말고 사실대로만 표시
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의 설문내용이 초등학교 고학년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
는 기초 자료가 될 것 입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 9.

석석석석사사사사논논논논문문문문 준준준준비비비비자자자자

본본본본교교교교 보보보보건건건건교교교교사사사사 권권권권상상상상순순순순
연연연연락락락락처처처처 :::: 000011119999----555555553333----777788884444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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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일반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읽고 답하세요.
1. 성별 : ⓛ 남 ( ) ② 여 ( )

2. 학년 : ① 4학년 ( ) ② 5학년 ( ) ③ 6학년 ( )

3. 가족은 모두 몇 명입니까? ( )명 -자신 포함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이상

Ⅱ. 여러분의 학교생활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학교생활 적응정도는 어떻습니까? ( )
ⓛ 적극적이다 ② 그저 그렇다 ③ 소극적이다 ④ 무응답)

2. 인지된 학업수준(학업성적)은 어느 정도 입니까? ( )
① 매우 잘 하는 편이다 ② 잘하는 편이다 ③ 잘 못하는 편이다 ④ 아주 못하는 편이다

3.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 )
① 많은 편이다 ② 조금 있는 편이다 ③ 별로 없는 편이다 ④ 전혀 없는 편이다 ⑤ 무응답

Ⅲ. 안전교육에 요구 및 수혜 정도

1.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 )
①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다

2. 안전교육을 얼마나 받아보았습니까? ( )
① 1-2회 ② 3-4회 ③ 5회 이상 ④ 전혀 받지 않았다 ⑤ 무응답

3. 부모님께서 평소에 여러분에게 안전교육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 )
① 하지 않는다 ② 가끔 한다 ③ 자주 한다

Ⅲ. 담임의 안전지도방법

1. 담임선생님의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방법은 어떤 편입니까? ( )
① 엄한 편이다 ② 관용적이고 용서를 잘 하는 편이다
③ 무관심한 편이다 ④ 무응답

끝까지 설문지 작성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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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교육인전자원부 4, 5 ,6학년 안전교육 수정 . 보완 내용

기존 내용 수정 내용

3. 안전
생활

-4학년-

안전한 생활
-가정에서의 안전사고 알아보기
-놀이시의 안전사고 알아보기
-운동전후의 안전사고 알아보기
구급법
-구급법 알아보기

3.안전한
생활

집 안에서의 안전
-집 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알아보기
-혼자 있을 때 일어나는 안전사고 대처하기
-여러 가지 도구를 잘못 사용하여 발생하는 안전사
고 알아보기
집 밖에서의 안전
-집 밖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응급처치법
-응급 처치 방법 알아보기

기존 내용 수정 내용

신3.

나는

여가

생활

학-5

년-

여가 활동의 올바른 선택◦

여가 활동의 중요성 알아보기-

여러 가지 여가 활동 조사하기-

바람직한 여가 활동 선택하기-

여가 활동과 안전◦

여가 활동시 안전의 중요성 알아보기-

여가 활동의 안전 점검 내용 알아보기-

신3.

나는

여가

생활

여가 활동의 올바른 선택◦

여가 활동의 중요성 알아보기-

여러 가지 여가 활동 조사하기-

바람직한 여가 활동 선택하기-

안4.

전한

생활

운동과 안전◦

-안전하게운동하기위해서지켜야할일알아보기

-운동장과운동기구의올바른사용방법알기

안전한 여가 생활◦

대중교통이 이용과 나의 안전점수 알아보기-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행동 알아보기-

-야영활동에필요한안전주머니만들어보기

여가 활동에의 안전사고 예방법 알아보기-



- 63 -

기존 내용 수정 내용

3.활
기
차고

즐거
운생
활

-6학
년-

현대생활과 스트레스
-스트레스의원인과대처방법에대해알아보기
약물의 사용과 건강
-약물의 사용법 알아보기
-약물의 오용 및 남용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알아보기
안전한 생활
-여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예
방법 알아보기
-안전사고발생시의행동방법에대해알아보기

3.활
기
차고

즐거
운
생활

현대생활과 스트레스
-스트레스의원인과대처방법에대해알아보기
약물의 사용과 건강
-약물의 사용법 알아보기
-약물의오용및남용이건강에미치는영향에대해
알아보기

4.안
전한
생활

인간 생활과 재해, 재난
-재해, 재난의 의미 알아보기
-여러가지재해, 재난과대피방법알아보기
화재 예방과 대처 방법
-화재 발생 원인과 신고 방법 알아보기
-화재 예방법 알아보기
-화재 발생시 대피 방법 익히기
교통안전
-교통 안전의 의미 알아보기
-교통 사고 발생시 대처 방법 알아보기
-교통 사고를 줄이는 방법 알아보기

학교급

학년
과목 교육과정에 반영된 내용 쪽 수

초 4

사회

우리가 사는 지역 사회
-우리 지역의 모습 36

초 5 우리 국토의 모습
-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 40-41

초 6 흔들리는 땅
-최근우리나라에서발생한대표적인지진에대하여조사한다. 42

학교급 교육과정에 반영된 내용 쪽 수

초․중․고
(공통)

실험․실습지도
-실험기구를사용할때에는상해를입지않도록안전에유의한다.
-야외탐구활동및현장학습시에는사전에반드시안전지도를한다.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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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

학년
과목 교육과정에 반영된 내용 쪽 수

초 3

체육

보건
-학교생활 등에 요구되는 여가 및 안전 생활에 관련된 내용을 이해
하고 적용한다.

32

초 4
보건
-가정생활 등에 요구되는 여가 및 안전 생활에 관련된 내용을 이해
하고 적용한다.

33

초 5
보건
-야외 생활 등에 요구되는 여가 및 안전 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
하고 적용한다.

34

초 6
보건
-약물의 오․남용 등 여가 및 안전 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
하고 적용한다.

36

학교급
학년

과목 교육과정에 반영된 내용 쪽 수

초 5

실과

아동의 영양과 식사
-조리 기구 다루기
전기 기구 다루기와 전자 히트 만들기
-전기 기구 다루기
-전자 히트 만들기

32

초 6

간단한 음식 만들기
-밥과 빵을 이용한 음식 만들기
재봉틀 다루기
-간단한 생활 용품 만들기
복제 만들기
-목공구 다루기
-간단한 복제 용품 만들기

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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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부록록록록 3333>>>> 안안안안전전전전교교교교육육육육 프프프프로로로로그그그그램램램램 교교교교안안안안 구구구구성성성성

회차 교육영역 주제 내용 강의법

1

생활안전

화재사고
.전기화재.불장난
.가스화재.유류화재
.불났을때대피방법

강의,소화기
발표,실습
학습지,모형.

2
교통사고와 예방

자전거, 퀵보드, 인라인
스케이트 안전

.교통사고유형과 예방

.상황별 교통안전수칙

.자전거,.퀵보드

.인라인스케이트 안전

강의,신호등
모형, 사진자
료, 현장체험

3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안
전

. 승강기 타고 내리기

. 승강기 조작법

. 에스컬레이터 타고내리기

. 에스컬레이터 안전한 이용

강의, PPT
현장체험
실습

4 재난의 유형과 예방
.황사, 태풍,폭설
.가뭄,지진
.화학물질,유독가스

강의,발표
PPT,사진
자료,방독면

5 약물오 . 남용과 예방
.약물오남용의의미
.약물의종류와특성
.담배의 폐해 및 예방

강의,발표
P P T ,모형 ,
실험

6 성폭력 예방
. 성폭력의 의미
. 사례별 성폭력 예방법
및 대처법

강의
역할극
PPT, 학습지

7
학교안전

실내안전
.교실내,계단에서의 안전
.특별실에서의안전
.화장실에서 안전

강의
실제 경험
발표,PPT

8 실외안전, 등하굣길 안전
.운동장에서의안전
.등하굣길 안전

강의, 신호등
발표

9

가정안전

응급처치의 원리 및
상황별 응급처치

.응급처치의원리

.상황별 처치,의식변화

.뇌졸증,약물중독

강의, 실습
발표, PPT

9 물놀이 안전
.물놀이 원칙
.익수사고 대처요령

강의, 시범,
튜브, PPT

11 심폐소생술
.의식변화
.호흡, 맥박확인
. 소생술 방법 및 처치

강의
발표, 실습
PPT

12 식중독 예방
. 계절별 음식 저장
. 식중독 발생의 원인

모형, 강의
학습지, PPT



- 66 -

<<<<부부부부록록록록 4444>>>> 안안안안전전전전교교교교육육육육 교교교교수수수수----학학학학습습습습지지지지도도도도안안안안
◆◆◆◆ 학학학학습습습습목목목목표표표표 :::: 화재사고의 위험요인을 알고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다.

소화기 사용과 화재 시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을 실습한다.

단 계 교수 ․ 학습 활동
교수학습자료 및

유의점

도 입

■ 출석 점검 ■ 전시학습 확인
■ 학습 동기유발
○화재 및 위험요소 인지하기 사례를 소개한다.
○ 화재원인과 느낌에 대해 알아본다
■ 학습 목표 제시

*신문이나 비디오,
인터넷뉴스자료 활용
(최근에 일어난 사고)

전 개

■ 학습 내용
○ 화재사고의 원인과 위험성
- 전기화재/ 가스화재/ 유류화재/ 불장난 등
▶ 활동1 : 원인 및 제거방법 탐구하기(모둠별)
- 화재의 원인 탐구 및 안전한 방법 생각해보기<교사자료>
- 교실 안이나 복도에 어떤 사고위험이 있는지 조사(모둠별)

○ 화재로부터의 안전한 방법
- 전기, 가스, 유류, 성냥 등은 현대생활에서 필수품이지만 안전수칙
을 지키지 않으면 큰 사고가 발생한다.

- 물 묻은 손으로 전열기구 만지지 않기. - 가스나 유류 취급시 안
전수칙 지키기. - 불장난 하지 않기

○ 소화기 사용법과 불났을 때 대피방법 실습하기
▶ 활동 2 : 실습
- 소화기 준비해 둔다. - 먼저 시범을 보인 다음 모둠별로 실습해
보게 한다.

- 책상과 의자를 한쪽으로 밀어서 넓은 공간을 확보한다.
- 학생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 씩 화재 시 대피 방법을
교대로 실습해 본고 서로 평가해 본다.(간단히)

<불났을 때 대피방법>
①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 : “불이야”하고 외친다.
② 하던 일을 멈추고 입과 코를 막고 엎드린다.
③ 화재 비상벨을 누르고 비상계단을 이용해 대피한다.
④ 어른들께 알리고 119에 신고한다.

*준비물 : 필기도구
*교실과 복도 등을 조사
하여 어떤 사고위험이
있는지 토론하여 칠판에
적은 후 해결방법을 찾
도록 한 다음 행정실에
알려 위험요인을 제거하
도록함.(안전의식 높임)

장소 : 교실과 복도,계단
준비물 :“불이 났어요”표
지판과 전화기, 확성기

*소화기를 가져다 실습
해본다

*활동지 이용할 수도
있다(①②)
*가정안전점검체크리스
트<과제- 매월 확인>

정리
및
평가

■ 요점정리
○화재사고의 위험요인을 알고 사고 발생시 소화기 사용과 불났을 때
대피방법을 실제로 할 수 있어야 한다.

■ 형성평가: 화재사고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 차시예고
○ 교통사고와 예방

* 교통사고 관련 신문이
나 그림을 다음 시간에
준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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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학학학습습습습목목목목표표표표 ::::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알고 안전수칙을 정해 지킬 수 있다.

교통안전지도를 직접 체험해 보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단 계 교수 ․ 학습 활동
교수학습자료 및

유의점

도 입

■ 출석 점검
■ 전시학습 확인
■ 학습 동기유발
○ 사례를 보여주고 느낌을 발표해 보도록 한다.
■ 학습 목표 제시

*교통사고 관련 비디
오나 뉴스 보여 줌

전 개

■ 학습 내용
○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본다.
▶ 활동 1 : 교통안전규칙 점검해 보기<활동지 ①>
▶ 활동 2 : 원인 및 예방하기 위한 탐구활동하기(모둠별)
- 뛰어들기 등 교통사고 요인을 생각해 본다(교사자료)
- 길에서 놀 때는 이렇게 하면 안전해요.<활동지②>)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정하기
- 횡단보도를 건널 때
- 횡단보도가 없는 길을 건널 때
- 대중교통 이용할 때(버스, 승용차, 지하철, 기차 )
- 바퀴달린 탈것 이용시 등

○ 교통안전표지판의 종류와 의미 알기
○ 교통안전지도 실습
▶ 활동 3 : 학교 앞 도로에 가서 모둠별로 직접 해 본다.
- 어떤 교통표지판이 있는지 확인
- 차가 다니는 사거리에서 횡단보도 건너기
- 신호등의 의미 알기, -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길 건너기
- 버스나 승용차의 운전자의 모습과 차의 흐름 살피기 등

*준비물:필기도구,신
문,잡지

*1),2) 중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으로 정한다.

*학교에 있는 교통표
지판을 이용하거나 녹
색어머니회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좋다.

정리
및
평가

■ 요점정리
○ 교통사고의 위험요인을 알고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사고를 당하지

말아야 한다.
■ 형성평가
○ 어린이 교통사고의 유형과 안전수칙을 설명할 수 있다.
■ 차시예고: ○ 재난사고의 종류와 예방

숙제: 재난, 재해에 관
련된 사건 알아오기
(부모님,인터넷 등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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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학학학습습습습목목목목표표표표 :::: 재난과 재해의 의미를 알고 재해 예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재난 시 국민행동요령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단 계 교수 ․ 학습 활동
교수학습자료 및

유의점

도 입

■ 출석 점검 ■ 전시학습 확인
■ 학습 동기유발 ○ 사고관련 사례를 소개한다. ○ 느낌을 발표해 보

도록 한다.
■ 학습 목표 제시

인터넷을 통한 뉴스나
비디오, 신문 등(최근 일
어난 사건)

전 개

■ 학습 내용
○ 재난, 재해의 의미
-재난 : 인간의 생존과 재산의 보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생활질서를

위협받은 상태를 초래시키는 사고 또는 현상
-재해 : 태풍, 황사, 집중호우, 지진, 폭설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

○ 재난의 유형과 발생시 일어나는 재해현상
- 황사 / 태풍 / 지진 / 가뭄 / 해일 등
▶ 활동 1: 위험요인 탐구하고 예방대책 알기(모둠별)
- 미리 준비한 자료를 모둠별로 의논하여 완성한다.(분담해서)
- 모둠원들이 모두 앞으로 나와 각자 발표, 칠판에 정리한다.

○ 예방대책
- 황사 : 발생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황사마스크를 착용한다.
- 태풍 : 기상예보를 잘 듣고 지시에 따라 예방을 한다.
- 지진 : 발생시에는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는다.
- 가뭄 : 물을 아껴 쓰고 미리 식수원 등을 확보해 둬야 한다.
- 폭설 : 기상예보를 잘 듣고 산간지역에 놀러가지 않는다.
▶활동 2 : 예방 및 안전 실천계획 세우고 실천하기

○ 전시 국민행동요령
▶ 국민전시행동(민방위) 체험하기
- 미리 방송을 통해 국민전시행동 실습을 알린다.
- 운동장에 나가서 실습해 본다.
<119구조대의 협조로 하면 더 좋다 >

○ 구호복창 -‘ 안전’, ‘ 안전’ ,‘ 안전’ 하고 크게 다함께 외친다

* 준비물 : 전지, 싸인펜,
신문이나 잡지를 미리 준
비(학생,교사)하거나 인터
넷에서 찾아 쓸 수도 있
다.

* 활동지①

* 황사마스크 준비하여
실제로 사용해 본다

* PPT제작 활용

*활동지②

*행정실에 협조 구하고
바상벨을 작동시켜 직접
해본다.
* 준비물: 확성기,
마스크

■ 요점정리
○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알고 안전수칙을 실천해야 한다.
■ 형성평가
○ 재난에 의한 위험성을 알고 안전한 행동을 한다.
■ 차시예고 ○ 약물 오․남용 예방

* 평가지를 이용
* 집에 있는 구급약품 종
류와 용도을 알아온다.

정리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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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학학학습습습습목목목목표표표표 :::: 약물 오․남용의 뜻과 약물의 종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약물사용의 안전수칙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다.

단 계 교수 ․ 학습 활동
교수학습자료 및

유의점

도 입

■ 출석 점검 ■ 전시학습 확인
■ 학습 동기유발
○ 매스컴을 인용한 사례를 소개하여 위험요소를 인지한다.
■ 학습 목표 제시

* 연예인 마약사건 등 뉴
스를 보여준다.

전 개

■ 학습 내용
○ 약물과 오․남용의 의미
- 약물이란 병의 치료, 예방, 기능향상 등을 위해 의사나 약사의 지
시대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오․남용이란 의약품을 잘못 사용하
거나 술, 담배, 본드, 부탄가스 등의 물질을 환각이나 쾌락을 목적
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활동 1 : 위험요인 탐구 및 안전한 행동 탐구해 보기
- 사례에 대해 생각해 본다.
- 나의 약 사용 습관 점검하기

○ 약물의 종류와 특성
- 두통, 소염, 진통, 항생제 등은 병을 치료
- 술, 담배, 본드, 부탄가스는 습관성, 중독성이 있어 남용할 경우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다.
▶ 활동 2 : 약물의 종류와 특성을 알아보기

○ 약물 오․남용 예방수칙
- 약은 반드시 의사나 약사의 지시에 따른다.
- 횟수, 용량, 복용시간을 지킨다.
- 술 담배를 하라고 유혹할 경우 단호하게 거절한다.
-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 약의 안전한 사용 실천계획 세우고 실천하기
▶ 활동 3 : 안전하게 약을 먹을 수 있어요.

○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실천계획을 세우고 반드시 지키도록
한다.

○ 구호복창 -‘ 안전’, ‘ 안전’ ,‘ 안전’ 하고 크게 다함께 외친다

*준비물 : 필기도구

* 활동지①
* 약품과 설명서 준비
(술,담배,본드 부탄가스도
함께 미리 준비함 )
부탄가스와 본드의 원래
의 용도를 알아본다.
*약의 이름과 성분은 다
르다는 것을 주지시킨다.
* 참고 : 퍼즐 맞추기
(4-5조각의 퍼즐로 미리
준비하면 좋다)

*활동지②
*활동지① 참고하여 세울
수 있다.

정리
및
평가

■ 요점정리
○ 약물 오남용의 뜻을 알고 올바른 사용법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 형성평가 ○ 약물의 특성을 알고 약물의 오․남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
■ 차시예고 ○ 응급처치의 원리와 상황별 처치

*가정에서도 약 사용 습
관 점검 확인하여 잘못된
것은 고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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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학학학습습습습목목목목표표표표 : 실내안전사고의 종류를 알고 사고예방을 할 수 있다.

사고방지를 위한 행동요령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단계 교수.학습 활동
교수학습 자료 및

유의점

도입

■ 출석 점검 ■ 전시학습 확인
■ 학습 동기유발
○ 실내안전사고의 사례를 소개한다.
○ 사고 경험 발표한다.
■ 학습 목표 제시
○ 학교 실내안전 사고의 종류를 알고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다.

인터넷사이트의
동영상 자료
(인터넷 가능한
컴퓨터,VCR,멀티미디어
장비)

전개

■ 학습내용
○ 학교 실내안전사고 의미
- 하루의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이 학교 실내에서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사고가 빈발하게 일어난다.
▶ 실내안전사고의 종류

○ 교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 활동1 : 나의 안전지킴이 안전 점검표를 한다.
- 점검을 한 후 위험요소는 학교 행정실에 이야기 하여 개선, 수리
한다.

○ 계단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 계단 마다, 「천천히」 「한 계단 한 계단」안내문을 부착하여

안전에 대한 환경을 조성한다.
○ 특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 교실에 안전수칙 환경 게시물 부착한다.
- 안전수칙 실천을 스티커를 통해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 화장실, 복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 미끄럼 방지 판을 깐다. 뛰어다니지 않는다.

○ 사고방지를 위한 행동요령 알기
- 출입문 이용방법 , 계단오르내리는 방법
- 유리기구 사용법
- 조리기구 사용법에 대해 설명한다.
▶ 활동2 : 행동요령에 대한 것을 조별로 도화지에다 써서 조별로

발표한다.
○ 구호복창 -‘ 안전’, ‘ 안전’ ,‘ 안전’ 하고 크게 다함께 외친다

사진자료나 신문,
인터넷자료 활용

보건일지의 월별 환자
현황 및 증감을 본다.
모둠별 안전점검표
활동지1
모둠별 발표하기

사례로 살펴본 안전생활
(자료)

모둠별 발표하기

정리
및
평가

■ 요점 정리
○ 실내안전사고의 종류와 예방법을 알고, 사고방지를 위한 행동요령

을 알고 실천해야 한다.
■ 형성 평가 ○ 학교 실내안전에 대해 안다.
■ 차시 예고 ○ 학교 실외 안전사고의 종류와 예방

평가지 이용하여 학교
생활에서의 실내안전에 대
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알아보고 행동요령과 실천
의 중요성에 대해 다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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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학학학습습습습목목목목표표표표 :::: 실외활동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위험요인을 말할 수 있다.

사고예방 안전규칙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다.

단 계 교수 ․ 학습 활동
교수학습자료 및

유의점

도 입

■ 출석 점검 ■ 전시학습 확인
■ 학습 동기유발
○ 사고관련 사례를 소개한다.(위험요소 인지하기)
■ 학습 목표 제시

*인터넷 (뉴스, 관련사진)
이용하거나 실제 사고경험
이 있는 학생이 발표하도
록 한다.

전 개

■ 학습 내용
○ 실외 및 야외활동 시의 사고 위험요인
- 체육활동 중, 운동장에서 놀 때, 야외활동 시 , 등하굣길에서 안전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 실외 및 야외활동 시의 안전한 방법
- 체육시간에 운동기구의 올바른 사용 및 경기 규칙 지키기
- 현장학습 등 야외활동 시 규칙 지키기
- 등하굣길에서 안전규칙 지키기
▶ 활동1 : 위험요인 탐구 및 안전한 행동 알기
- 운동장, 현장학습, 등하굣길에서 발생한 사고사례 제시한다.
- 모둠별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게 하여 토론하게 한 다음 위

험요인과 안전한 행동을 전지에 적도록 한다.(두가지 이상)
- 각 조장이 발표한 후 공통점을 정리하여 알려준다.

○ 안전한 행동 실천계획 세우고 실천하기
▶ 활동2 :
- 체육시간이나 운동장에서 놀 때
- 등․하교시 지켜야 할 행동
- 현장학습 시 안전규칙(모둠별)

활동지 ① : 운동장 활동과 등․하교시 안전규칙
활동지 ② : 현장학습시 우리 조의 안전규칙 정하기

- 안전한 행동 실천계획표는 개인별로 작성하여 실천하고 있는지
매월 1 회 스스로 점검하도록 한다.(담임과 협조)

- 현장학습시 안전규칙은 모둠별로 의논하여 정하게 한 다음 담임
선생님께 드리고 꼭 지킬 수 있도록 지도협조를 구한다.

○ 구호복창
-‘ 안전’, ‘ 안전’ ,‘ 안전’ 하고 크게 다함께 외친다

* 모둠별로 앉고 조장을
정한다.
* 준비물 : 전지,
필기도구

*준비물: 필기도구,
*학습활동지①②
*계획으로만 그치지 않도
록 담임과 협조하여 정기
적으로 점검할 것을 확인
해 준다.

정리
및
평가

■ 요점정리
○ 실외안전사고의 위험요인을 알고 안전한 행동 실천계획을 세워 실

천하도록 해야 한다
■ 형성평가 ○ 실외활동 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안전수칙을 지킨다.
■ 차시예고 ○ 화재사고의 종류와 예방

숙제:우리 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활안전사고의
위험요인이 있는지 부모님
과 함께 조사해 보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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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학학학습습습습목목목목표표표표 :::: 응급처치의 목적 및 원리를 잘 알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다.

사고를 예방하는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다.

단계 교수학습 활동.
교수 학습자료 및.

유의점

도입

■ 출석 점검
■ 전시학습 확인
■ 학습 동기유발
○ (사고 경험 발표하기).
○ 응급처치의 목적과 필요성을 발표한다.

■ 학습 목표 제시
○ 응급처치의 목적 및 원리를 알고 처치법을 알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의 동영
상 자료
자료를 보면서 오늘 배
울 내용과 관련 지운다.

전개

■학습내용
○ 응급처치의 목적 및 필요성
-응급처치의 목적 :
생명을 구하고 상태를 최단시간 내에 정상 혹은 이에 가까운
상태로 회복시켜 계속되는 치료나 수술, 재활 치료효과를 높
인다.

○ 상처별 처치법 알기
▶ 활동1 : 상처별 응급처치에 대해 알기
- 비출혈, 화상시 응급처치
- 약물, 및 독극물 중독시 응급처치
- 동물, 벌레에 물렸을 때 , 이, 귀, 눈이 아플 때 응급처치
- 외상에 의한 응급처치(찰과상, 가시, 찔렸을때, 깊은상처)
- 골절시 응급처치
- <학습지>를 하고 각 모둠별로 결과를 발표해 본다.
- 다른조원과 비교 하면서 발표가 끝나면 미비한 점을 보충한다.
- 응급처치도 중요하지만 사고예방을 위한 생활습관에 대해 이
야기 해본다

○ 사고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방법
▶ 활동2 : <학습지> 안전실천점수 매겨 보기한다.
- 항상 교내에서나, 가정에서 조심하는 태도
- 위험한 놀이나 장난하지 않기
- 놀이기구 이용 시 안전수칙 잘 지키기

○ 구호복창 -‘ 안전’, ‘ 안전’ ,‘ 안전’ 하고 크게 다함께 외친다

사진자료나
신문,인터넷자료활용
보건일지 안내
( 교내 사고의통계 )
학교나 야외에서 잘 일
어나는 안전사고와 연계시
켜 교육한다.

모둠별 학습지
모둠별 발표하기

안전실천 점수 확인후
국제신사와 평민으로 구분
한다.

정리 및
평가

■ 요점 정리 응급처치의 원리 및 상처별 처치법을 알고, 행동할 수
있다.

■ 형성 평가
○ 응급처치의 필요성 및 상처별 처치법에 대해 안다.
■ 차시 예고
○ 물놀이 안전 및 익수 시 대처요령

상처별 응급처치에 대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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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학학학습습습습목목목목표표표표 :::: 안전한 물놀이 수칙에 대해 알 수 있다.

익수 시 대처요령을 알고 실천 할 수 있다.

단계 교수.학습 활동
교수 .학습자료 및

유의점

도입

■ 출석 점검
■ 전시학습 확인
■ 학습 동기유발
○ 물놀이 사고에 대한 사진을 제공한다.
○ 익수 시 대처요령에 대한 발표
■ 학습 목표 제시
○ 안전한 물놀이 수칙을 알고 이를 설명할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의 동영
상 자료
심장의 사진 제공

전개

■학습내용
○ 물놀이 안전수칙
- 비디오를 보면서 준비운동에서부터 따라해 본다.
- 충분한 준비운동, 물놀이모와 물안경준비, 위험표지판 확인
- 배꼽정도의 물 깊이에서 물놀이 함
- 음식 먹은 후 30분 후 물놀이
▶ 활동1 : 물놀이 안전사고 통계를 보면서 물놀이 안전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취합해본다.
○ 익수사고 통계
- OECD 사망 통계, 연령별, 계절별, 월별, 장소별 사망 통계를
비교하면서 물놀이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 익수 시 대처요령
▶ 활동2 : 익수 시 대처요령에 대해 <학습지>의 본인의 안전수

칙 점수를 계산해보고 서로 비교해본다.
- 직접구하기 위해 직접 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 가까이에 있는 나뭇가지나 통나무 등을 던져준다.
- 인근소방서, 관리소에 알린다.
- 손발이 저리고 마비가 오면 물놀이를 중지 해야한다.
▶ 활동3 : 모둠별 물놀이 계획표를 작성해보도록 한다.
- 조별 계획을 비교해보고 대처요령 설명한다.

○ 구호복창
-‘ 안전’, ‘ 안전’ ,‘ 안전’ 하고 크게 다함께 외친다

사진자료나
신문, 인터넷자료
활용
비디오 자료
10분 상영
안전표지판 확인

튜브는 일자형보다 도넛
형이 안전하다.

PPT자료
인쇄물
< 학습지 >

모둠별 발표하기

정리 및
평가

■ 요점 정리
○ 물놀이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익수 시 대처법에 대해 실제로

할 수 있어야 한다.
■ 형성 평가 ○ 물놀이의 안전수칙과 익수 시 대처법에 대해 말할

수 있다.
■ 차시예고 ○각종질환의 응급처치

각종질환의 응급처치에
대한 자료를 가정에서 가
져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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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학학학습습습습목목목목표표표표 :::: 심폐소생술의 정의 및 필요성을 알고 이를 실시할 수 있다.

단계 교수.학습 활동
교수 .학습자료 및

유의점

도입

■ 출석 점검
■ 전시학습 확인
■ 학습 동기유발
○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한 사례 발표
○심장의 중요성에 대한 개인의 생각 표현하기
■학습 목표 제시
○ 심폐소생술에 대해 알고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의
동영상 자료
심장의 사진 제공

전개

■학습내용학습내용학습내용학습내용

○ 심페소생술의 정의심페소생술의 정의심페소생술의 정의심페소생술의 정의

---- 심폐기능이 심하게 저하되거나 정지되었을 때 심폐기능을 회복
시켜 소생시키는 처치. 호흡기능장애나 호흡정지에 대해서는
우선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심장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심장마사지를 한다.

○ 심페소생술의 필요성심페소생술의 필요성심페소생술의 필요성심페소생술의 필요성

---- 심장마비시 응급처치는 분,초를 다투는 긴급 상황이다
심장마비 후 4분 이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 응급처치자의 신속, 정확한 행동여부가 부상자의 삶과 죽음을
좌우

○ 호호호호흡흡흡흡이이이이 없없없없을을을을때때때때 소소소소생생생생법법법법 알알알알기기기기
- 두번 인공호흡 후 맥박환인
---- 인형으로 조별로 실습하여 본다.

○ 심심심심장장장장박박박박동동동동이이이이 멈멈멈멈췄췄췄췄을을을을때때때때 소소소소생생생생법법법법 알알알알기기기기
- 두 번 불어넣기 및 흉부 압박
- 15회 압박과 2번 불어넣기를 1주기로 1분에 4주기를 반복한다.
- 4-5 Cm깊이로 15회 실시 100회 이상/분

○ 흉흉흉흉부부부부압압압압박박박박과과과과 인인인인공공공공호호호호흡흡흡흡
---- 1분간 실시후 호흡확인하고 경동맥을 찾아 5초간 짚어본다.
호흡과 맥박이 없는 경우 반복

○ 구구구구호호호호복복복복창창창창
-‘ 안전’, ‘ 안전’ ,‘ 안전’ 하고 크게 다함께 외친다

사진자료나 신문,인터
넷자료 활용
-임수혁 선수의 모습 사
진 제공

-최희섭 선수의 모습

CPR 사진제공
인형을 제공

학습지

모둠별발표하기

정리 및
평가

■ 요점정리
○ 심폐소생술의 정의 및 필요성을 알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다.
■ 형성평가
○ 심폐소생술의 정의 및 필요성을 알고 이를 실시할 수 있다.

○ 심폐소생술의 단계를 설명해 보아라.
■ 차시 예고
○식중독 예방

학습지

PPT

평가지

식중독에 대한 자료를
가정에서 가져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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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학학학습습습습목목목목표표표표 :::: 식중독발생의 주된 원인과 식중독균의 전파경로를 안다.

식품취급의 3대 원칙을 알고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단계 교수.학습 활동
교수 .학습자료 및

유의점

도입

■ 출석 점검 ■ 전시학습 확인
■ 학습 동기유발
○ 식중독 사고에 대한 뉴스 보도 내용을 녹화하여 보여 준다.
■ 학습 목표 제시
○ 식중독 발생원인에 대해 알고 이를 예방할 수 있다.

인터넷 가능한 컴퓨터,
VCR, 멀티 미디어 장비

동영상 자료

전개

■ 학습내용학습내용학습내용학습내용

○ 식중독의 원인과 전파경로 식중독 예방 대 원칙, 3

---- 식식식식중중중중독독독독 병원성 미생물이나 유독․유해한 물질로 오염된 음
식물을 섭취하여 일어나는 건강상의 장해를 말한다.

---- 식중독의 주된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 사진을 통해 식중독
때의 증상을 본다.

---- 식식식식중중중중독독독독의의의의 증증증증상상상상 일반적으로 고열, 복통, 설사, 구토, 두통 등
이 대표적인 증상으로 때로는 호흡곤란, 탈수증상 등을 일으
켜 생명을 위험하게 할 수도 있다.

---- 식식식식중중중중독독독독이이이이 많많많많이이이이 발발발발생생생생하하하하는는는는 계계계계절절절절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은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로 연간 식중독 발생의
2/3를 차지한다.

---- 식식식식중중중중독독독독의의의의 종종종종류류류류에 대해 알아본다.
※ 바이러스식중독은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하여 일

어나는 것으로 주요원인은 노로바이러스(Noroviruses)로 알
려져 있다.

○ 식식식식중중중중독독독독의의의의 전전전전파파파파경경경경로로로로
① 장염 비브리오균 - 젓갈이나 생선회, 굴, 낙지 등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을 경우 발생한다.
② 황색포도상구균 - 음식을 만지는 사람의 손이나 코점막
③ 살모넬라균 - 비브리오균이 있는 식육 및 가공품, 달걀
④ 대장균 식중독 - 부패한 음식이나 물
⑤ ○-157 식중독 - 병원성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

○ 식식식식품품품품 취취취취급급급급의의의의 3333대대대대원원원원칙칙칙칙
① 청결의 원칙 ② 신속의 원칙 ③ 냉각 또는 가열의 원칙

○ 구구구구호호호호복복복복창창창창 -‘ 안전’, ‘ 안전’ ,‘ 안전’ 하고 크게 다함께 외친다

※ 집단식중독사진제공

손씻기 자료제공
여름철에 주로 발생

하는 식중독은 80%이
상이 세균에 의한 것
이다.
바이러스식중독은

세균성식중독과 다르
게 미량의 개체로도
발병이 가능하다는 것
을 알게 한다.
가정에서의 식중독

예방요령에 대해 토론
해본다.

정리 및
평가

■ 요점정리
○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식품취급의 대 원칙 및 식중독 예방3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 형성평가 ○ 식중독의 원인을 알고 이를 예방할 수 있다.
■ 차시 예고 ○식중독 예방

전염병에 대한 자료
를 가정에서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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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부록록록록 5555>>>> 학학학학습습습습지지지지 1111

전기 안전 및 화재 예방 이렇게 해요전기 안전 및 화재 예방 이렇게 해요전기 안전 및 화재 예방 이렇게 해요전기 안전 및 화재 예방 이렇게 해요

우리 생활에 전기는 어디에 사용될까요 가지 이상 써보세요우리 생활에 전기는 어디에 사용될까요 가지 이상 써보세요우리 생활에 전기는 어디에 사용될까요 가지 이상 써보세요우리 생활에 전기는 어디에 사용될까요 가지 이상 써보세요1. ? 3 .1. ? 3 .1. ? 3 .1. ? 3 . 예 다리미)

올바른 전기 사용에는올바른 전기 사용에는올바른 전기 사용에는올바른 전기 사용에는2.2.2.2. 안전안전안전안전( )( )( )( ),,,, 위험한 전기사용에는 위험 이라고 써 넣으세요위험한 전기사용에는 위험 이라고 써 넣으세요위험한 전기사용에는 위험 이라고 써 넣으세요위험한 전기사용에는 위험 이라고 써 넣으세요( ) .( ) .( ) .( ) .

미영이는 토스터기에서 빵을 구워 젓가락으로 꺼냈다.( )①

수만이는 텔레비젼을 끄고 플러그도 뺐다.( )②

엄마는 양말을 빨다가 젖은 손으로 세탁기 플러그를 만졌다.( )③

내 동생은 플러그를 잡아당긴다.( )④

나는 샤워를 한 후 몸의 물기를 말린 후 마루에서 드라이기를 사용했다.( )⑤

창수는 콘센트에 젓가락으로 장난을 쳤다.( )⑥

인철이는 불이 났다고 에 장난전화를 걸었다119 .( )⑦

비가 오는 날 전봇대 옆에서 친구와 술래잡기를 하며 놀았다.( )⑧

불이 났을 때의 행동방법입니다 순서대로 안에 번호불이 났을 때의 행동방법입니다 순서대로 안에 번호불이 났을 때의 행동방법입니다 순서대로 안에 번호불이 났을 때의 행동방법입니다 순서대로 안에 번호3. . ( )3. . ( )3. . ( )3. . ( )

( ) 올바른 대피올바른 대피올바른 대피올바른 대피

가 첫째가 첫째가 첫째가 첫째!!!!

( ) 소화기로소화기로소화기로소화기로

작은 불끄기작은 불끄기작은 불끄기작은 불끄기

( )119119119119

화 재 신고화 재 신고화 재 신고화 재 신고!!!!

소화기 사용방법입니다 알맞은 말을 괄호에 써넣으세요소화기 사용방법입니다 알맞은 말을 괄호에 써넣으세요소화기 사용방법입니다 알맞은 말을 괄호에 써넣으세요소화기 사용방법입니다 알맞은 말을 괄호에 써넣으세요4. . .4. . .4. . .4. . .

불이 난 곳으로불이 난 곳으로불이 난 곳으로불이 난 곳으로①①①①

소화기 가져가기소화기 가져가기소화기 가져가기소화기 가져가기

( )( )( )( )②②②② 을 뽑는다을 뽑는다을 뽑는다을 뽑는다 바람을 호바람을 호바람을 호바람을 호( )( )( )( )③③③③

스로 겨냥한다스로 겨냥한다스로 겨냥한다스로 겨냥한다....

약제가 나오면약제가 나오면약제가 나오면약제가 나오면( )( )( )( )④④④④

로 쓸듯이 불끄기로 쓸듯이 불끄기로 쓸듯이 불끄기로 쓸듯이 불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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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학습지학습지학습지 2222

교통안전규칙 점검표교통안전규칙 점검표교통안전규칙 점검표교통안전규칙 점검표

나의 교통안전규칙 실천 점수는 몇 점일까나의 교통안전규칙 실천 점수는 몇 점일까나의 교통안전규칙 실천 점수는 몇 점일까나의 교통안전규칙 실천 점수는 몇 점일까????★★★★

번호번호번호번호 안전규칙 실천 사항안전규칙 실천 사항안전규칙 실천 사항안전규칙 실천 사항 , ×, ×, ×, ×○○○○

1111 반드시 횡단보도로 건너고 횡단 원칙을 지킨다 선다 본다 건넌다반드시 횡단보도로 건너고 횡단 원칙을 지킨다 선다 본다 건넌다반드시 횡단보도로 건너고 횡단 원칙을 지킨다 선다 본다 건넌다반드시 횡단보도로 건너고 횡단 원칙을 지킨다 선다 본다 건넌다3 . ( - - )3 . ( - - )3 . ( - - )3 . ( - - )

2222 길을 건널 때는 항상 운전자와 눈 맞추기를 한 후 건넌다 운전자와 의사소통길을 건널 때는 항상 운전자와 눈 맞추기를 한 후 건넌다 운전자와 의사소통길을 건널 때는 항상 운전자와 눈 맞추기를 한 후 건넌다 운전자와 의사소통길을 건널 때는 항상 운전자와 눈 맞추기를 한 후 건넌다 운전자와 의사소통.( ).( ).( ).( )

3333
버스를 기다릴 때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서 있지 않고 버스가 도착한 다음버스를 기다릴 때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서 있지 않고 버스가 도착한 다음버스를 기다릴 때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서 있지 않고 버스가 도착한 다음버스를 기다릴 때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서 있지 않고 버스가 도착한 다음

차도로 내려간다차도로 내려간다차도로 내려간다차도로 내려간다....

4444
버스에서 내릴 때에는 자전거 오토바이가 빠르게 지나갈 수 있으므로 반드시버스에서 내릴 때에는 자전거 오토바이가 빠르게 지나갈 수 있으므로 반드시버스에서 내릴 때에는 자전거 오토바이가 빠르게 지나갈 수 있으므로 반드시버스에서 내릴 때에는 자전거 오토바이가 빠르게 지나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손잡이를 잡고 뒤쪽을 확인한 후 내린다손잡이를 잡고 뒤쪽을 확인한 후 내린다손잡이를 잡고 뒤쪽을 확인한 후 내린다손잡이를 잡고 뒤쪽을 확인한 후 내린다....

5555
차가 다니는 길이나 주차장에서 공이나 풍선을 가지고 놀지 않으며 가지고차가 다니는 길이나 주차장에서 공이나 풍선을 가지고 놀지 않으며 가지고차가 다니는 길이나 주차장에서 공이나 풍선을 가지고 놀지 않으며 가지고차가 다니는 길이나 주차장에서 공이나 풍선을 가지고 놀지 않으며 가지고

있던 공이나 풍선이 차도로 굴러 가도 차가 오는지 잘 살피고 행동한다있던 공이나 풍선이 차도로 굴러 가도 차가 오는지 잘 살피고 행동한다있던 공이나 풍선이 차도로 굴러 가도 차가 오는지 잘 살피고 행동한다있던 공이나 풍선이 차도로 굴러 가도 차가 오는지 잘 살피고 행동한다....

6666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항상 좌우를 살피면서 차가 지나가지 않을 때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항상 좌우를 살피면서 차가 지나가지 않을 때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항상 좌우를 살피면서 차가 지나가지 않을 때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항상 좌우를 살피면서 차가 지나가지 않을 때

빨리 건넌다빨리 건넌다빨리 건넌다빨리 건넌다....

7777 승용차에서는 꼭 안전띠를 착용한다승용차에서는 꼭 안전띠를 착용한다승용차에서는 꼭 안전띠를 착용한다승용차에서는 꼭 안전띠를 착용한다....

8888 지하철 전철 이용시 안전선 밖에서 기다리고 승강장에서 장난을 치지 않는다지하철 전철 이용시 안전선 밖에서 기다리고 승강장에서 장난을 치지 않는다지하철 전철 이용시 안전선 밖에서 기다리고 승강장에서 장난을 치지 않는다지하철 전철 이용시 안전선 밖에서 기다리고 승강장에서 장난을 치지 않는다( ) .( ) .( ) .( ) .

8888 자전거를 탈 때는 도로법규를 따른다자전거를 탈 때는 도로법규를 따른다자전거를 탈 때는 도로법규를 따른다자전거를 탈 때는 도로법규를 따른다....

9999
골목길에서 큰 길로 나올 때는 일단 정지한 후 좌우를 살핀다 보행시골목길에서 큰 길로 나올 때는 일단 정지한 후 좌우를 살핀다 보행시골목길에서 큰 길로 나올 때는 일단 정지한 후 좌우를 살핀다 보행시골목길에서 큰 길로 나올 때는 일단 정지한 후 좌우를 살핀다 보행시.( ,.( ,.( ,.( ,

자전거를 이용시 인라인이나 킥보드 등 바퀴달린 탈 것을 이용시 등자전거를 이용시 인라인이나 킥보드 등 바퀴달린 탈 것을 이용시 등자전거를 이용시 인라인이나 킥보드 등 바퀴달린 탈 것을 이용시 등자전거를 이용시 인라인이나 킥보드 등 바퀴달린 탈 것을 이용시 등, ), ), ), )

생각해 보기생각해 보기생각해 보기생각해 보기★★★★

나의 교통안전규칙점수는 몇 점인가 각 항 점씩 계산나의 교통안전규칙점수는 몇 점인가 각 항 점씩 계산나의 교통안전규칙점수는 몇 점인가 각 항 점씩 계산나의 교통안전규칙점수는 몇 점인가 각 항 점씩 계산1) ?( 1 )1) ?( 1 )1) ?( 1 )1) ?( 1 )

점점점점( )( )( )( )

내가 고쳐야할 교통안전규칙은 무엇인가내가 고쳐야할 교통안전규칙은 무엇인가내가 고쳐야할 교통안전규칙은 무엇인가내가 고쳐야할 교통안전규칙은 무엇인가2) ?2) ?2)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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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학습지학습지학습지 3333

차차차차시시시시 ////11110000 대대대대단단단단원원원원 생생생생활활활활안안안안전전전전

학학학학습습습습주주주주제제제제 재재재재난난난난과과과과 예예예예방방방방 반 이름( )

저는요 꼭 지킬 거에요저는요 꼭 지킬 거에요저는요 꼭 지킬 거에요저는요 꼭 지킬 거에요!!!!!!!!!!!!

자주 발생하고 있는 재난들입니다 실천계획을 세워 보세요자주 발생하고 있는 재난들입니다 실천계획을 세워 보세요자주 발생하고 있는 재난들입니다 실천계획을 세워 보세요자주 발생하고 있는 재난들입니다 실천계획을 세워 보세요. .. .. .. .※※※※

재난의 종류재난의 종류재난의 종류재난의 종류 발생 전 해야 할 일발생 전 해야 할 일발생 전 해야 할 일발생 전 해야 할 일 발생 후 해야 할 일발생 후 해야 할 일발생 후 해야 할 일발생 후 해야 할 일

황사 발생시에는황사 발생시에는황사 발생시에는황사 발생시에는

............

1.

2.

3.

1.

2

3.

태풍 발생 및태풍 발생 및태풍 발생 및태풍 발생 및

집중호우시에는집중호우시에는집중호우시에는집중호우시에는............

1.

2.

3.

1.

2.

3.

가뭄이나 폭설가뭄이나 폭설가뭄이나 폭설가뭄이나 폭설

발생시에는발생시에는발생시에는발생시에는............

1.

2.

3.

1.

2.

3.

지진이나 방사능지진이나 방사능지진이나 방사능지진이나 방사능,,,,

발생시에는발생시에는발생시에는발생시에는............

1.

2.

3.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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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학습지학습지학습지 4444

단단단단원원원원 응응응응급급급급처처처처치치치치 차차차차시시시시 ////11110000
학학학학습습습습주주주주제제제제 물물물물놀놀놀놀이이이이 안안안안전전전전 (((( ))))학학학학년년년년 (((( ))))반반반반 이이이이름름름름(((( ))))

내가 물놀이를 할 때 얼마나 잘 실천했나를 표하세요 실천한다 보통 실천안한다내가 물놀이를 할 때 얼마나 잘 실천했나를 표하세요 실천한다 보통 실천안한다내가 물놀이를 할 때 얼마나 잘 실천했나를 표하세요 실천한다 보통 실천안한다내가 물놀이를 할 때 얼마나 잘 실천했나를 표하세요 실천한다 보통 실천안한다( : : :×)( : : :×)( : : :×)( : : :×)★ △★ △★ △★ △

번호번호번호번호 물놀이 안전습관물놀이 안전습관물놀이 안전습관물놀이 안전습관
실천실천실천실천

한다한다한다한다
보통보통보통보통

실천실천실천실천

안 한다안 한다안 한다안 한다

1111 충분히 준비운동을 한다.

2222
손 발 다리 얼굴 가슴 등의 순서로 물을, , , ,
바른 뒤 안으로 들어간다.

3333 물속으로 다른 사람을 밀어 넣지 않는다.

4444 물놀이모자와 물안경을 쓴다.

5555 물놀이를 할 때 반드시 눈을 뜬다.

6666 자신의 배꼽정도 깊이에서 물놀이를 한다.

7777
안전요원 어른들이 지켜볼 수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한다.

8888
물놀이를 할 때 사탕을 먹거나 껌을 씹지
않는다

9999
음식을 먹고 적어도 분 후에 물속에 들어30
간다.

10101010 위험 표시판이 있는 곳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11111111 바닥이 보이는 맑은 물에서만 물놀이를 한다.

12121212
파도가 높거나 물살이 센 곳에서는 물놀이
하지 않는다.

13131313
일자형 튜브보다는 도너츠형 츄브를 가지고

물놀이한다.

14141414
물놀이를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물을 먹이지
않는다.

평가평가평가평가( :‘( :‘( :‘( :‘실천한다 가 개 이상이면 매우 잘함 으로 하고 개이면실천한다 가 개 이상이면 매우 잘함 으로 하고 개이면실천한다 가 개 이상이면 매우 잘함 으로 하고 개이면실천한다 가 개 이상이면 매우 잘함 으로 하고 개이면’ 12 ‘ ’ 10 - 11’ 12 ‘ ’ 10 - 11’ 12 ‘ ’ 10 - 11’ 12 ‘ ’ 10 - 11

보통보통보통보통‘‘‘‘ 그 이하이면 많이 노력 해야함그 이하이면 많이 노력 해야함그 이하이면 많이 노력 해야함그 이하이면 많이 노력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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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학습지학습지학습지 5555

단단단단원원원원 학학학학교교교교안안안안전전전전 차차차차시시시시 ////11110000
학학학학습습습습주주주주제제제제 학학학학교교교교 실실실실내내내내안안안안전전전전 (((( ))))학학학학년년년년 (((( ))))반반반반 이이이이름름름름(((( ))))
위험예측체험활동 1 관련상황 실내에서의 통행

지도요소 복도 통행
관련학년 전학년

관련교과

지도목표

실내에서 부주의한 행동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생각해

보고 장난의 위험성을 일깨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태도,

로 생활하는 습관을 익히도록 한다

나는 요즘 복도에 나가면 겁이 우선난다 왜냐하면 지난주의 일 때문이다. .

우리반 교택이가 선생님 심부름을 가기위해 층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런4 .

데 다른 반 친구 영운이가 나를 보더니 막 달려와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나는.

창피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였고 아이들은 마구 웃었다.

그래서 복도에 쾅하고 넘어지면서 손에 찰과상을 입었으며 보건실로 갔다.

그러나 처음에는 머리가 아프지 않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머리가 약간 아팠으며

넘어질 때의 충격 때문인지 다리도 아파왔다.

파스와 냉찜질 외상치료로 괜찮은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영 회복이,

안 되었다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쾅하고 넘어진 것이 창피한 것 같기도 하였.

고 친구가 왜 가만히 지나가는 나를 넘어뜨린 것인지 이해가 안 갔다.

그래서 친구는 선생님에게 야단을 호되게 맞았으며 나에게 와서 미안하다고

말해서 다시 속상하지 않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다.

생각해보기( )

주인공은 어떤 사고를 당하게 되었나요1. ?

다른 아이가 사고를 당하면 나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2. ?

사소한 장난이 큰 사고가 되는 경우를 말해 봅시다3. .

실내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세요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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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부록록록록 6666>>>> 실실실실험험험험군군군군의의의의 문문문문항항항항별별별별 정정정정답답답답평평평평균균균균 및및및및 표표표표준준준준편편편편차차차차
n=214

문항내용문항내용문항내용문항내용

교육집단교육집단교육집단교육집단

지식지식지식지식

교육전교육전교육전교육전 교육중교육중교육중교육중 교육직후교육직후교육직후교육직후

실수실수실수실수(%)(%)(%)(%)

평균평균평균평균±SD±SD±SD±SD

실수실수실수실수(%)(%)(%)(%)

평균평균평균평균±SD±SD±SD±SD

실수실수실수실수(%)(%)(%)(%)

평균평균평균평균±SD±SD±SD±SD

철철철철봉봉봉봉에에에에 매매매매달달달달릴릴릴릴 때때때때는는는는 두두두두손손손손을을을을 잡잡잡잡고고고고 매매매매달달달달려려려려야야야야 한한한한다다다다.... .83(±.374).83(±.374).83(±.374).83(±.374) .96(±.190).96(±.190).96(±.190).96(±.190) .99(±.096).99(±.096).99(±.096).99(±.096)

에에에에스스스스컬컬컬컬레레레레이이이이터터터터가가가가 닫닫닫닫힐힐힐힐려려려려고고고고 할할할할 때때때때 손손손손으으으으로로로로 양양양양쪽쪽쪽쪽 문문문문을을을을
열열열열어어어어도도도도 된된된된다다다다.... .85(±.357).85(±.357).85(±.357).85(±.357) .87(±.327).87(±.327).87(±.327).87(±.327) .98(±.096).98(±.096).98(±.096).98(±.096)

에에에에스스스스컬컬컬컬이이이이터터터터는는는는 이이이이동동동동용용용용 손손손손잡잡잡잡이이이이를를를를 꼭꼭꼭꼭 잡잡잡잡고고고고 타타타타야야야야한한한한다다다다.... .77(±.418).77(±.418).77(±.418).77(±.418) .77(±.418).77(±.418).77(±.418).77(±.418) .96(±.135).96(±.135).96(±.135).96(±.135)

횡횡횡횡단단단단보보보보도도도도를를를를 건건건건널널널널 때때때때는는는는 앞앞앞앞만만만만 똑똑똑똑바바바바로로로로 쳐쳐쳐쳐다다다다보보보보면면면면 된된된된다다다다.... .85(±.357).85(±.357).85(±.357).85(±.357) .87(±.327).87(±.327).87(±.327).87(±.327) .98(±.178).98(±.178).98(±.178).98(±.178)

버버버버스스스스를를를를 기기기기다다다다릴릴릴릴 때때때때는는는는 차차차차도도도도에에에에 서서서서서서서서 기기기기다다다다린린린린다다다다.... .79(±.405).79(±.405).79(±.405).79(±.405) .85(±.357).85(±.357).85(±.357).85(±.357) .97.(±.117).97.(±.117).97.(±.117).97.(±.117)

가가가가위위위위를를를를 친친친친구구구구에에에에게게게게 건건건건네네네네줄줄줄줄 때때때때 날날날날끝끝끝끝을을을을 자자자자기기기기에에에에게게게게 향향향향하하하하게게게게
한한한한다다다다.... .83(±.370).83(±.370).83(±.370).83(±.370) .91(±.278).91(±.278).91(±.278).91(±.278) .97(±.165).97(±.165).97(±.165).97(±.165)

칼칼칼칼로로로로 종종종종이이이이를를를를 자자자자를를를를 때때때때 칼칼칼칼의의의의 진진진진행행행행방방방방향향향향에에에에 다다다다른른른른 손손손손으으으으로로로로
종종종종이이이이를를를를 잡잡잡잡고고고고 자자자자른른른른다다다다.... .52(±.500).52(±.500).52(±.500).52(±.500) .78(±411).78(±411).78(±411).78(±411) .94(±.165).94(±.165).94(±.165).94(±.165)

교교교교실실실실에에에에서서서서 친친친친구구구구가가가가 뛰뛰뛰뛰어어어어다다다다니니니니면면면면 발발발발을을을을 걸걸걸걸어어어어서서서서 멈멈멈멈추추추추게게게게
한한한한다다다다.... .83(±.370).83(±.370).83(±.370).83(±.370) .91(±.278).91(±.278).91(±.278).91(±.278) .95(±.230).95(±.230).95(±.230).95(±.230)

계계계계단단단단난난난난간간간간에에에에 올올올올라라라라가가가가서서서서 걸걸걸걸어어어어 내내내내려려려려온온온온다다다다.... .75(±.432).75(±.432).75(±.432).75(±.432) .87(±.327).87(±.327).87(±.327).87(±.327) .91(±.211).91(±.211).91(±.211).91(±.211)

복복복복도도도도 모모모모퉁퉁퉁퉁이이이이를를를를 돌돌돌돌 때때때때 뛰뛰뛰뛰지지지지 않않않않는는는는다다다다.... .79(±.405).79(±.405).79(±.405).79(±.405) .93(±.239).93(±.239).93(±.239).93(±.239) .96(±.285).96(±.285).96(±.285).96(±.285)

물물물물놀놀놀놀이이이이 시시시시 도도도도너너너너츠츠츠츠 튜튜튜튜브브브브는는는는 유유유유치치치치원원원원 다다다다니니니니는는는는 어어어어린린린린 동동동동생생생생
들들들들이이이이 사사사사용용용용하하하하는는는는 것것것것이이이이다다다다.... .71(±.454).71(±.454).71(±.454).71(±.454) .75(±.429).75(±.429).75(±.429).75(±.429) .92(±.178).92(±.178).92(±.178).92(±.178)

전전전전자자자자레레레레인인인인지지지지에에에에서서서서 데데데데운운운운 물물물물은은은은 컵컵컵컵이이이이 차차차차가가가가우우우우면면면면 그그그그냥냥냥냥 마마마마
신신신신다다다다.... .78(±.408).78(±.408).78(±.408).78(±.408) .96(±.190).96(±.190).96(±.190).96(±.190) .94(±.263).94(±.263).94(±.263).94(±.263)

건건건건물물물물에에에에 불불불불이이이이 나나나나면면면면 에에에에스스스스컬컬컬컬레레레레이이이이터터터터를를를를 타타타타고고고고 신신신신속속속속히히히히 피피피피
하하하하도도도도록록록록 한한한한다다다다.... .75(±.432)).75(±.432)).75(±.432)).75(±.432)) .93(±.239).93(±.239).93(±.239).93(±.239) .96(±.230).96(±.230).96(±.230).96(±.230)

한한한한 콘콘콘콘센센센센트트트트에에에에 여여여여러러러러 개개개개의의의의 코코코코드드드드를를를를 꽂꽂꽂꽂지지지지 않않않않는는는는다다다다.... .82(±.379.82(±.379.82(±.379.82(±.379 .88(±.316).88(±.316).88(±.316).88(±.316) .97(±.178).97(±.178).97(±.178).97(±.178)

조조조조금금금금 찌찌찌찌그그그그러러러러진진진진 깡깡깡깡통통통통에에에에 든든든든 음음음음료료료료수수수수는는는는 그그그그냥냥냥냥 먹먹먹먹어어어어도도도도 된된된된다다다다.... .80(±.398).80(±.398).80(±.398).80(±.398) .80(±.398).80(±.398).80(±.398).80(±.398) .92(±.151).92(±.151).92(±.151).92(±.151)

코코코코피피피피가가가가 날날날날 때때때때는는는는 머머머머리리리리를를를를 뒤뒤뒤뒤로로로로 힘힘힘힘껏껏껏껏 재재재재치치치치도도도도록록록록 한한한한다다다다.... .72(±.445).72(±.445).72(±.445).72(±.445) .91(±.278).91(±.278).91(±.278).91(±.278) .91(±.263).91(±.263).91(±.263).91(±.263)

어어어어떤떤떤떤 아아아아저저저저씨씨씨씨가가가가 길길길길을을을을 물물물물으으으으면면면면 가가가가까까까까이이이이 가가가가서서서서 가가가가르르르르쳐쳐쳐쳐 준준준준다다다다.... .78(±.441).78(±.441).78(±.441).78(±.441) .82(±.379).82(±.379).82(±.379).82(±.379) .94(±.278).94(±.278).94(±.278).94(±.278)

누누누누군군군군가가가가 내내내내 몸몸몸몸을을을을 만만만만져져져져서서서서 싫싫싫싫은은은은 느느느느낌낌낌낌이이이이 들들들들면면면면 싫싫싫싫다다다다고고고고 말말말말
하하하하도도도도록록록록 한한한한다다다다.... .78(±.408).78(±.408).78(±.408).78(±.408) .82(±.379).82(±.379).82(±.379).82(±.379) .94(±.230).94(±.230).94(±.230).94(±.230)

담담담담배배배배는는는는 피피피피우우우우는는는는 사사사사람람람람만만만만 해해해해롭롭롭롭고고고고 주주주주위위위위에에에에 함함함함께께께께 있있있있는는는는 사사사사
람람람람은은은은 해해해해가가가가 없없없없다다다다.... .85(±.352).85(±.352).85(±.352).85(±.352) .88(±.316).88(±.316).88(±.316).88(±.316) .96(±.221).96(±.221).96(±.221).96(±.221)

황황황황사사사사가가가가 있있있있을을을을 때때때때는는는는 실실실실내내내내보보보보다다다다는는는는 실실실실외외외외가가가가 안안안안전전전전하하하하다다다다.... .81(±.386).81(±.386).81(±.386).81(±.386) .81(±.386).81(±.386).81(±.386).81(±.386) .90(±.190).90(±.190).90(±.190).90(±.190)

계계계계 15.66(±8.06)15.66(±8.06)15.66(±8.06)15.66(±8.06) 17.28(±6.46)17.28(±6.46)17.28(±6.46)17.28(±6.46) 18.97(±4.06)18.97(±4.06)18.97(±4.06)18.97(±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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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안전스크랩부록 안전스크랩부록 안전스크랩부록 안전스크랩< 7> 1< 7> 1< 7> 1< 7> 1



- 83 -

안전스크랩안전스크랩안전스크랩안전스크랩 2222



- 84 -

부록 아동 표어 작품과 신호등 건너기부록 아동 표어 작품과 신호등 건너기부록 아동 표어 작품과 신호등 건너기부록 아동 표어 작품과 신호등 건너기< 8>< 8><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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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and Effect of Safety Education
Program for Higher Grade Students

of Elementary School

Kwon Sang Soon
Department of Public Health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im, Hi Soon, Ph. D.)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evaluation the effects of how much

of a change was made by the application of safety education program developed

for improving the safety knowledge of students in high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and their conducts regarding safety.

Safety Education Program consists of 12 sessions for the improvement of safety

knowledge and conduct of behavior was developed based on studies of literature,

parents demand, and the contents of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s safety education for each grade and number of accident cases.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with pre-post test was designed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program. Date collection was done from September, 2004 to October,

2004.

For the procedure of study, preliminary investigation was conducted on random

sampling. Pre-educational survey was conducted on both the test group and control

group and the test group students were given 2 lessons for 6 weeks based on the

safety education program developed by the researcher. Surveys were made during

and after the program and post facto survey was conducted on the control group

after 3 weeks with no safety education given to them. Safety education was given

at the Health Education Room and each of the 12 session lasted 40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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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ing on contents per areas of safety.

In order to evaluate the program's effect on children's knowledge in safety and

conducts, a survey on safety knowledge and conducts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was surveye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Win 10; x2-test, t-test, paired t-test, two-way

ANOVA covariant analysis and repeated measure method were utiliz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Safety Education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of which the contents

are apt for education course, is developed.

2. For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est group and control group, the two were

same except for mothers' level of education and number of family member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3. The hypothesis supported The experimental group which was given school

safety education program will show higher score in safety knowledge than control

group( p<0.001, F=68.9). The hypothesis supported The experimental group which

was given school safety education program will show higher score in safety

behavior than control group( p<0.001, F=52.3). All hypotheses were sustained.

The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during

and after the program in both knowledge in safety and safety conducts when their

knowledge in safety and safety conducts were comparing in two-way ANOVA

analysis by t-test and repeated measure method.

Regardless mothers' level of education and number of family members, the

results showed the program had effect in safety knowledge and conducts and

therefore one can assume that education is not provided in the family and thus the

suggestion that there is need for systematic education on safety at school.

In the safety knowledge and conducts by their areas between the two groups, the

test group by repeated measur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of school

safety, living safety, and home safety and in the trend of safety knowledg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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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uct change, 4
th
, 5

th
, and 6

th
grades showed gradual improvement before,

during, and after the education was given to them. Compared to the fourth grade

students, the fifth and sixth grade students showed improvement in knowledge and

behavior compared to the fourth grade students. This seems to be because of the

fact that the students have lower level of concentration in lower grades.

The above results of study provide the basis that continuous education through

systematic safety education program that has structure and contents suitable for

education course improves children's knowledge in safety and conducts of actions

and its significances lies in that it provides an outline to schools where safety

education has been neglected due to absence of education program although the

importance of safety education had been recognized.

With this thesis as an opportunity, I suggest a conduct of study that reveals the

problems this study was not able to verify through continuous and long term study

so that systematic education according to program can be achieved by making

safety education program an independent subject like the case in advanced

countries.

Key words : Safety Education Program, evaluation the effects, Students of Elementar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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